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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 Global과 ‘The Legal 500’이 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egal500.com/assets/pages/gc/The-GCs-Guide-to-GDPR.pdf

Overview

2018년 5월 25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 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GDPR은 위반 시 2,000만 유로 또는 연간 총 매출액의 4% 가운데
높은 쪽을 과징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 EU 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라면 EU 외부에 소재한 기업이라도
GDPR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KPMG와 법률 정보 매체인 ‘The Legal 500’이
공동으로 기업의 법무팀이 GDPR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 448명의 Legal Counsel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기업이 GDPR을 준비하면서 직면하는
주요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국으로는 호주, 브라질, 독일,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러시아 , 스페인 , 대만 , 영국 , 미국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무팀에서 GDPR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 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할 때 많은 장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GDPR은 기업 내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끼치는 바, 책임 소재에 대한 고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중 25%는 GDPR을 전사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EU의 GDPR이
발효되었고 기업은
이에 대해 준비
태세를 갖추는 중

“

”

https://www.legal500.com/assets/pages/gc/The-GCs-Guide-to-GDP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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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슈로는 업무의 전체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저장되는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GDPR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모든 업무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GDPR과 관련해서는 법무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법무팀 단독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GDPR에 명시된 여러 조항의 경우, 열려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응답자는 추가적인 가이드가

있거나 실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기업이 계약을

맺고 있는 파트너사나 공급사의 개인 정보 보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설문에 응한 Legal Counsel의

절반은 아직 GDPR이 끼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은 위와 같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만, 본 보고서는 GDPR은

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GDP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 정보를

관리할 때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으며,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GDPR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조직 문화와 거버넌스

구조도 개선하며 내부 부정행위와 같은 이슈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GDPR을 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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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s of GDPR

448개의 글로벌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의
조직에서 데이터 보호 담당자 (DPO, Data Protection Officer)를
임명해 놓았거나 EU의 현지 담당자를 지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무 업무를 책임지는
General Counsel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 30명 이상의 Senior General Counsel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GDPR은 여러 이해관계자가존재하는 기업의 다양한 부서와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와 같은 상위 조직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역할과 책임
(R&R) 규정

GDPR의 핵심 업무는 법무팀에서 담당하지만 GDPR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법무팀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시간과 자원
제약

General Counsel의 업무 수행 시 타 부서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가령 IT팀이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는 등 타 부서에서 GDPR과 관련해
비협조적이라면 General Counsel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

부서로부터의
지원 부족

GDPR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GDPR의 여러 조항의 경우 열려 있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정보보안의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정해야 합니다.

GDPR에 대한
이해도 부족

서로 다른 관활권에서 GDPR 컴플라이언스이슈를 논할 때 일관된 용어와
표준화된 방법론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일관성 유지

IT아키텍처와 기존(Legacy) 시스템을 살펴보다 보면, 잊고 있던 데이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데이터가 발견되곤 합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가장 밑단부터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T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GDPR이 IT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명확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으며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호함 관리

GDPR은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공급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업
외부의 제3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공급사슬에서의
리스크

GDPR과관련된주요도전과제요약

Source : The GC’s Guide to GDPR, The Legal 500 &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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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for GDPR

응답자 중 46%만이 GDPR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바,

아직 절반 이상의 조직에서는 GDPR 법규와 규제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나타났습니다 . 대부분의 응답자(80%)는 직원들이

GDPR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봤지만, GDPR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직원은 10% 미만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직원의 18%가 GDPR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봤으며 조사 국가 중에서 가장 GDPR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GDPR은 현재 모든 조직이 당면한 도전 과제이기에 당혹감을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GDPR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Best Practice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이GDPR 법규에대해서어느정도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이탈리아

미국

호주

대만

스페인

러시아

독일

브라질

아일랜드

영국

완전히알고있음 대부분알고있음 어느정도알고있음 모름 불확실

Source : The GC’s Guide to GDPR, The Legal 500 & KPMG International 

GDPR은 모든
기업이 당면한
도전 과제로, 이에
대한 Best Practice 
접근법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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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GDPR에대해서충분히준비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법무팀이 GDPR을 준비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GDPR에 부합하게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의 21%는 GDPR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전사적으로 모든

부서에 적용하는 것을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가별로 체감하는 이슈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같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데이터 저장 방식을 바꾸는

것을 큰 과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EU

영토 밖의 국가의 경우, 대부분 EU의 GDPR과는 상이한 법규를

따릅니다. 하지만 EU 영토에 있는 제3자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GDPR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봤습니다.

GDPR은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할 규정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는 특히 GDPR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GDPR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봤지만, 일부(24%)는 아직 이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이에 따라 , 직원을 대상으로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잘모르겠음

Source : The GC’s Guide to GDPR, The Legal 500 & KPMG International 

GDPR에 대해
국가별로 체감하는
이슈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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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responsible for GDPR?

응답자 중 절반은 GDPR을 이사회 레벨의 중요한 이슈로 봤습니다.

기업에서 얼마나 GDPR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서 GDPR의 준비 수준을 살펴봤을 때, GDPR을 이사회 레벨의

이슈로 여기는 조직이 그러지 않은 조직보다 GDPR에 더 준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사적 차원에서 GDPR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General Counsel은

GDPR을 이사회 레벨의 이슈로 에스컬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DPR 관 련 업무는 General Counsel 이 주도권을 가지고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Chief Compliance Officer)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각 비즈니스 영역별로 지원과 협조를 받아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향력의 힘: 이사회가 얼마나 GDPR 컴플라이언스를높일 수 있을까?

69%
귀사의조직에데이터
보호담당자가있는가?

모든데이터프로세싱
활동이기록되고있는가?

31%

55%

45%

51%

61%

39%

27%

73%

38%

62%

49%

68%

38%

62%

Yes No Yes No

GDPR을 이사회 레벨의 이슈로
여기는 조직

GDPR을 이사회 레벨의 이슈로
여기지 않는 조직

32%직원들은 GDPR 규정에
대해서인지하고있는가?

개인정보관리담당자는
GDPR 규정을숙지하고

있는가?

Source : The GC’s Guide to GDPR, The Legal 500 & KPMG International 

GDPR을 이사회
레벨의 이슈로
상정하는 것이
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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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and processes

데이터 보호 규정이 상이한 여러 국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응답자들은 표준화된

글로벌 데이터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것을 어려운 과제로 꼽았으며

응답자 중 절반은 이러한 표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GDPR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IT솔루션이

등장했지만, 응답자 중 33%만 이를 도입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GDPR에 완벽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할 때 IT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를 넘어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의조직에데이터보안컴플라이언스관리시스템을도입했는가?

이탈리아

미국

호주

대만

스페인

러시아

독일

브라질

아일랜드

영국

예 아니오 모름
Source : The GC’s Guide to GDPR, The Legal 500 & KPMG International 

IT시스템을 넘어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GDPR을
준비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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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s

GDPR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는 조직 밖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협력사의
컴플라이어스까지도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팀을 꾸려 공급사와
관계사의 GDPR 준수 여부를 확인할 여력이 있습니다 .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사슬을 파악하고 각 주체들의
GDPR 준비 수준을 파악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448명 중에서 10%의 기업만이 GDPR 관리를 위해
공급사와 파트너사를 접촉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계약하고 있는 공급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GDPR 시행 후, 기업이 계약하고 있는
제3자의 데이터 보안 체계까지도 고려해야 하기에 다양한
파급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wrence Ong, Partner
KPMG Law, Taiwan

하지만 이보다 더 기업이 예의주시하는 요소는 GDPR의 무거운 과징금입니다. 대만의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정은 EU의 GDPR과 흡사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장금은 크게
체감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GDPR이라는 강력한 규제의 시작은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PMG Taiwan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Lawrence Ong 파트너는 GDPR을 기업
전반에 내재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적잖은 경우 데이터
보호팀은 변호사보다 컴퓨터 엔지니어로 구성되게 되는 가운데, GDPR은 단순히 IT
보안 이슈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가 보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법무팀이
수립한 전략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U 영토 밖에 있는 조직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GDPR을 추진하는지와 기업차원에서
GDPR을 재무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지가 GDPR을
준비하는 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대만은 해외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GDPR을 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GDPR 관련 준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급사슬이
복잡해짐에 따라
GDPR 준비 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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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ill the regulators respond?

GDPR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자사가 직면한 리스크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최근 GDPR의
모호한 부분들이 점점 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General Counsel에게도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GDPR로 인한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안주하게 될 것이기에, 6개월 내로 GDPR로 인해 대규모의
과징금을 내는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KPMG의 법률 담당 파트너인 Dr. Konstantin von Busekist는 규제
당국이 GDPR을 위반하는 기업을 적발할지, 적발하지 않을지는 더
이상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규제당국은 위반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를 갖기에, 기업은 회피할 방안을
만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헬스케어와 같은 GDPR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관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Dr. Konstantin von Busekist, 
Partner KPMG Law in Germany

GDPR하에서의 ‘개인 데이터 ’는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데이터 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기에 광범위한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 GDPR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실효성 높은 법안이지만, 많은 경우,
개인별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향후 6개월 내
GDPR로 인해
과징금을 내는
기업이 등장할 것

“

”

Digital citizens’ rights?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디트(Unicredit)의 Head of Group Legal인 Gianpaolo
Alessandro는 “고객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규제당국이
바라보는 관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PMG Germany의 법률
담당 파트너 Dr. Konstantin von Busekist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셜네트워크나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규제의
적용 대상인 사람들과 규제 담당자 간 느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r. Konstantin von Busekist는 “데이터 수집이 보다 더 급속히 이뤄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과 신기술의 발전이 데이터 보호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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