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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유럽연합내개인정보처리에
관한기본 토대를새롭게규정하는 유럽연합의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GDPR이 시행된 후 Dropbox 고객들의 관심은 이 새로운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렸습니다.

Dropbox는 GDPR에 대한 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우리의 GDPR 여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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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 P R이 D r o p b o x에
의미하는 것

Dropbox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간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Dropbox는
고객과의 신뢰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다합니다.

Dropbox의 최우선 순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입니다 .

• Dropbox는 전담 보안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도구와 엔지니어링 경험으로 Dropbox의 개발과 유지를
담당합니다. 또한, Dropbox는 파일의 보호와 백업을 위해 다중
계층의 보안을 구축했습니다.

• Dropbox의 보안 사례는 ISO 27001, ISO 27017, ISO 27018, 
HIPPA/HITECH, 독일 BSI C5, SOC 1~3 등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준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이 Dropbox의 제어 기능을 검증하며 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을 Dropbox에 제공합니다.

• Dropbox가 준수하는 표준과 보안 사례 입증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물리적 액세스, 정보
등 Dropbox의 보안 방식에 관한 모든 것은 Dropbox Business 
보안 백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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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ropbox.com/business/trust/compliance/certifications-compliance
https://www.dropbox.com/business/trust/compliance/certifications-compliance
https://www.dropbox.com/business/trust/compliance
https://assets.dropbox.com/documents/en/trust/dropbox-security-whitepaper-20180312_ko.pdf


Dropbox는 데이터 보호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

• Dropbox는 데이터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며, 규정 준수에서
늘 한발 앞서 나갑니다. 한 예로, Dropbox는 클라우드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부문에서 최우수 사례를 제공하는 국제

표준 ISO 27018 인증을 받은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 Dropbox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과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을 따로 두고 GDPR의 요건에
맞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Dropbox는 비즈니스 고객과의 계약서에 확실한 계약상 조항을
포함합니다. Dropbox의비즈니스 계약서는 유럽연합 계약서
견본에 있는 조항을 차용하며, Dropbox는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실드에 따라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전송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보관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 장치와 외부의 감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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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s.dropbox.com/business/2015/05/dropbox-for-business-iso-27018/


Dropbox의 GDPR 
대비 방법

이러한강력한 토대를고려했을 때 Dropbox는 GDPR 규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혁신적으로변경하기보다는기존의

사례와 제어 기능 위에 점진적으로새로운 것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ropbox는 2016년 GDPR이채택되자마자규정 준수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대서양 양쪽 대륙에서 초빙한
변호사, 보안/규정준수 전문가, 제품/인프라스트럭처엔지니어로
데이터보호전문다기능팀을 꾸려 GDPR의 새로운 요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Dropbox의현재보안상태와데이터보호사례를
평가해GDPR에얼마나대비되어있는지평가하는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GDPR과가장최신지침의격차를철저하고상세하게
평가하여 Dropbox에적용할수있는영역을파악한후, 현재상황이
GDPR에명시된요건을충족하는지, 아니면이과정을반복해야요건을
완벽하게충족할수있는지평가하는과정이수반되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Dropbox의개인정보처리활동을철저하고
상세하게평가하는것이었습니다. 이활동은 '데이터매핑'으로
불리기도하는데, 데이터매핑은사용자에게서정보를수집하는
것부터삭제, 폐기까지전과정을아우르며 Dropbox 시스템내에서
개인정보의수명주기를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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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box는 GDPR가 요구하는 책임감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내부프로세스와절차에중점을두었습니다. 이것은
GDPR이개인정보에영향을미치는결정과사례를문서화하는
것에더큰중점을둔다는점에서특히중요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 결성, GDPR 격차 평가, 데이터 매핑 등을
거쳐 Dropbox는 2018년 5월까지 GDPR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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