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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서비스 안내 



 

 

 

If your organisation can’t demonstrate that good data protection 

is a cornerstone of your business policy and practices, you’re 

leaving your organisation open to enforcement action that can 

damage both public reputation and bank balance.  

But there’s a carrot here as well as a stick: get data protection 

right, and you can see a real business benefit 

 

Elizabeth Denham 
UK Information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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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GDPR  이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EU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약 260억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GDPR을 적용 받는 기업  

•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지점, 판매소, 영업소 등) 

• EU지역에 사업장은 없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U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EU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행동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업 

• EU자국민의 건강, 유전자 및 범죄경력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예: CCTV) 

 

GDPR에 따른 기업의 책임강화 

•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실시 

• GDPR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 EU외 지역에서 EU주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 EU역내에 대리인을 지정 

• 해킹 등 유출사고 발생 시 감독기구에 신고하고 중대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 통지 

• 정기적인 검사 및 평가 등 적절한 기술 및 관리 조치 이행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 마련, 이행 

GDPR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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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대응을 위한 로이드인증원의 서비스 

 

 
GDPR 대응 5단계  교육 평가 심사 

1 인식 제고 
 

GDPR 

기초 과정 
  

 
전반적인 내용부터 자세한 역할까지 

GDPR에 대한 귀사의 지식을 

향상시키세요. 

      

2 데이터 매핑 
 

개인정보 영향평가 

(DPIA) 워크숍 

개인정보 영향평가 

(DPIA), 

데이터 매핑  

(Data Mapping and 

Classification) 

 
 

데이터를 매핑하여 귀사의 리스크는 

무엇이고,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사의 현황을 파악하세요. 

      

3 Action Plan 

 
개인정보 영향평가 

(DPIA) 워크숍, 

정보보호담당자 

(DPO) 워크숍 

 

GDPR과 귀사의 

차이점 분석 

(Gap Analysis)  
귀사에 적합한 액션 플랜을 준비하세요. 

GDPR 대응에 관련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액션 플랜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계획 실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DPIA) 워크숍, 

정보보호담당자 

(DPO) 워크숍 

 

GDPR 준비도평가, 

(GDPR Readiness 

Assessment) 

GDPR 통제수준평가 

(GDPR Controls 

Assessment) 

 
모든 계획 실행은 액션 플랜에서 설정한 

목표와 기한에 맞추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5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01 

인증심사원 과정, 

BS 10012 

인증심사원 과정 

 

ISO 27001  

인증 및 차이점 분석, 

BS 10012  

인증 및 차이점 분석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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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your business critical assets 

정보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초연결사회에서 조직의 규모, 산업 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대규모 정보 보안 위협 및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 및 유지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적 손실 및 브랜드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귀사가 정보 

보안 위협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통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 조직을 사전에 보호해야 합니다. 
 

LR’s GDPR services to support your organisation  

로이드인증원은 정보 보안 및 정보 보호 분야에서 교육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 매핑 (Data Mapping and Classification) 

• 개인정보 영향평가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 차이점 분석 (Gap Analysis)  

• GDPR 준비도평가 (Readiness Assessment)  

• GDPR 통제수준평가(Controls Assessment)  

• GDPR 이해 및 실무 통합과정 (2일) 
 

또한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 인 ISO 27001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국제 표준은 

조직 내 정보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고 업무 상 중요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컨트롤을 확인, 분석 및 구현하는 모범 

사례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Our expertise 

로이드인증원(LR)은 국제 표준 개발의 최전선에 있으며 수년 동안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MS) 평가 및 인증에 참여해 

왔습니다. 금융, 통신, 소프트웨어, 인터넷, 컨설팅, 사법 및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들이 로이드인증원의 

전문성과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심사원은 정보보안 및 IT분야에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결정과 조언으로 귀사의 보안 조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bout Lloyd’s Register 

Lloyd’s Register는 1760 년 해양 선급 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엔지니어링 및 기술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전 세계 75 개국 이상의 고객을 위해 중요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고객이 성공하기 위해 기술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파트너, 바로 Lloyd’s Register의 

전문가 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의지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250 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스마트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5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 어떤 기술로도 대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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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GDPR Data Mapping and 
Classification 이란?  

조직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관리하고, 

활동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정보의 출처 

및 데이터 이동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잠재적으로 조직 내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에서는 조직 전체의 

데이터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Data Mapping and Classifica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GDPR의 

책임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얻는 혜택 

 

핵심 업무 집중 

로이드인증원에 Data Mapping과 

Classification을 아웃소싱 함으로써 

귀사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Data Mapping and Classification을 

통해 GDPR이 요구하는 다른 활동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 

개인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고 법규의 

책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Data Mapping with Lloyd’s Register 

Data discovery 
귀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데이터 

목록을 구축 할 것입니다. 

 

Data mapping 
귀사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이는 직원 

교육 요구 사항을 결정하고 개인정보가 

다른 프로세스에 전송되는 위치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ata classification 
GDPR하에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요구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귀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특수 

카테고리를 결정합니다. 

 

Risk assessment 
이 프로세스는 GDPR 원칙과 관련된 

리스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DPR DATA 
MAPPING AN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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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란?  

DPIA는 GDPR 대응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Privacy by design’ 

접근 방식을 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활동 시, 고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을 사용할 때 

• Systematic profiling같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리스크가 큰 

개인정보 처리 

• 범죄 경력 및 범죄 행위와 관련된 

처리 혹은 특수 범주의 정보의 대규모 

처리 

• 공공 장소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 

모니터링 - 특히 CCTV 

DPIA의 이점 

핵심 업무 집중 

로이드인증원에 DPIA를 

아웃소싱함으로써 귀사는 규정 준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통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DPIA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잠재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 

DPIA는 귀사가 GDPR하의 

책임성(accountability) 개념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GDPR에 대한 사전 대응 방식을 

취함으로써, 귀사가 이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DPIA and Lloyd’s Register 

GDPR대응을 위해 DPIA를 수행해야 

하거나 모범 사례를 이행하려는 경우, 

로이드인증원의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리스크 관리 

전문가가 귀사를 대신하여 DPIA를 

수행합니다. 

 
Stage 1 - Remote consultation 
로이드인증원의 전문가가 귀사의 risk 

landscape및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원격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Stage 2 – On-site assessment 
개인정보 처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귀사가 보유한 방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Action plan  

기 합의된 액션 플랜을 포함하여 

귀사의 DPIA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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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GDPR  Gap Analysis  이란?  

GDPR 요구사항에 대한 차이점 분석 

(Gap Analysis)은 해당 법규가 조직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리스크가 크거나 취약한 

영역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GDPR 요구사항에 관한 우려 사항을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귀사가 GDPR 준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이점 분석은 GDPR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귀사의 프로세스 및 통제 

내에서 확인된 리스크를 정리하고, 

필요한 모든 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일정과 비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GDPR Gap Analysis 의 이점 

범위 결정 

로이드인증원의 전문가가 모든 GDPR 

요구사항에 대한 귀사의 접근 방식을 

조사할 것인지 또는 선택한 일부 

고위험 영역에 집중할 것인지 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 

차이점 분석을 통해 귀사의 보안 

통제수준과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귀사가 GDPR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고 

로이드인증원의 전문가가 법규에 대한 

귀사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일련의 조사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귀사의 준수 수준 

및 귀사가 작업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GDPR 전문가 
로이드인증원(LR)에는 법규 요구 사항 

및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방법론에 

대한 GDPR 전문가가 있으며, 귀사의 

GDPR 준수 수준에 대한 현장 평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Supportive 
로이드인증원의 전문가는 귀사 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이고 유용하며 실용적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차이점 분석 기간은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GDPR              
GA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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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GDPR  준비도 평가                      

(Readiness Assessment )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2018년 5월 25일에 발효되며 이번 

세기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큰 

발전입니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를 

조직 프로세스의 최전방에 가져오고 

조직 내 작업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GDPR 준비도 평가는 조직 및 

프로세스에 대한 GDPR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를 

통해 현 프로세스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GDPR 준수 로드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사가 GDPR대응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보안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GDPR  Readiness Assessment 의 
이점 

 
리스크 최소화 

조직에서 GDPR 준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한 로드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심각한 위협이 되기 

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권고할 것입니다. 
 

검증성명서 발행 및 법규 준수 

검증성명서는 귀사가 GDPR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법규 내 

책임성(accountability)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 

GDPR에 대한 사전 대응 방식을 취하고 

보고서를 홍보함으로써  

귀사가 이해 관계자의 개인정보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서비스 

 

현장 평가를 통해 GDPR 요구 사항에 

대한 귀사의 현재 상황을 검토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전문가가 조직 전체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전략, 

프로세스 및 기존 보안 통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현재의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귀사는 GDPR 준비 

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확인된 모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 기간은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GDPR              
READINES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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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GDPR  통제수준평가               

(Controls Assessment) 란?  

GDPR 통제수준평가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보안을 다루는 조직의 내부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GDPR 제 32 조의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다음을 포함하여 리스크에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술적 방안을 이행한다. 

• 직접 식별자(direct indetifier)로부터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암호화 

•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복원력을 

보장 할 수 있는 능력 

2.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기,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와 관련된 보안 수준을 평가한다. 

GDPR  Controls Assessment 의 이점 

 
신뢰성 향상 

평가가 끝나면 GDPR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검증성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귀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이해 

관계자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귀사의 처리 시스템 보안을 보장합니다. 

귀사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절차를 정기적으로 테스트, 

평가함으로써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완화합니다. 

 

검증성명서 발행 및 법규준수 

검증성명서는 귀사가 GDPR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법규 내 

책임성(accountability)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서비스 

 

귀사는 조직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로이드인증원은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GDPR Controls 

Assessment를 실시하여, 귀사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평가는 GDPR 및 ISO 27001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보유한 

로이드인증원의 정보보안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평가 기간은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GDPR              
CONTROL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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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 김∙장 법률사무소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GDPR Foundation + DPO workshop 2일 과정 
 

Foundation (0.5MD) DPO workshop (1.5MD) 

- GDPR의 개요/ 주요 내용 

이해 (법률적 해석 중심으로) 

- 국내외의 GDPR 동향의 

분석 및 전망 

- 현재 우리 조직의 대응은? 

- DPO의 책임에 관한 일반 

개요 

- 리스크 관리/참여도 개발 

- 정책, 절차 및 문서화 

- 지속적 관리 (세션별 

실습진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로이드인증원 전문강사 

 

목적 및 기대효과 

- 국내 최고 법률전문가가 제공하는 GDPR의 핵심 법률 사항  

-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전문가가 지원하는 GDPR의 핵심 

요구사항 : 국내 상황에 맞추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가능 

 

교육 일정, 장소 및 신청 

서울 로이드아카데미에서 격 월로 번갈아 진행하며 

교육신청은 로이드인증원 교육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GDPR Foundation + DPIA workshop 2일 과정   
 

Foundation (0.5MD) DPIA workshop (1.5MD) 

- GDPR의 개요/ 주요 내용 

이해 (법률적 해석 중심으로) 

- 국내외의 GDPR 동향의 

분석 및 전망 

- 현재 우리 조직의 대응은? 

- DPIA 개요 

- DPIA 수행 단계 및 접근법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위험 분석 방법 

- DPIA 계획 리뷰(세션별 

실습진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로이드인증원 전문강사 

 
교육 비용 

1,000,000원 (면세, 교재 및 중식 무상 제공) 

 

- 로이드인증원 인증고객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객사 

10%할인 or 1사 3인 참석 시 각 10% 할인 적용. 

- 개별 할인율은 최고 20 %입니다.   

GDPR 이해 및      

실무 통합 과정  

(2 일)  

http://www.lrqatrain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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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loyd’s Register 

Lloyd’s Register는 1760 년 해양선급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엔지니어링 및 

기술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전 세계 120 개국 

이상의 고객을 위해 중요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출하는 이익은 과학 및 공학 

관련 연구, 교육 및 공익 사업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Lloyd 's Register Foundation에 기금 

조성에 활용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의 

목표인Working together for a safer world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고객이 

성공하기 위해 기술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파트너, 

바로 Lloyd’s Register의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는 신기술을 적용하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250 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스마트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5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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