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Association with T S Oon & Partners, Malaysia

36 Robinson Road, #08-01/06 City House, Singapore 068877

Tel  (65) 6223 3893;  Fax  (65) 6223 6491

Email  general@oonbazul.com; Website   www.oonbazul.com

A s i a n  E x p e r t i s e .  G l o b a l  R e a c h .

2019년 싱가포르 법률 세미나

개정된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업데이트

동남아 및 인도 지역 법률 분쟁 예방과 해결 노하우

2019.05.23 (목)

mailto:general@oonbazul.com
http://www.oonbazul.com/


운앤바줄 로펌 주요 수상내역

운앤바줄의업무분야는다음과같은다양하고저명한법률분야주요지에서
우수로펌으로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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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 Pacific 2018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Shipping

Legal 500 Asia Pacific 2018

Litigation &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Banking & 

Finance, Shipping

Benchmark Litigation Asia Pacific 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olvency, 

Shipping

IFLR1000 Asia Pacific 2018

Banking & Finance, Restructuring & 

Insolvency

Asialaw Profiles 2019 

Litigation & Dispute Resolution, Shipping, 

Banking & Finance, Restructuring &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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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법 주요 개정

싱가포르노동법(“EA”) 개정안은아래일자에시행되었다.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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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법의 개요

• The Employment Act (“EA”) 는 싱가포르 노동 분야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이다.

• EA는아래조문에따라기본적인노동관계및노동조건을규정하고있다.

o 다음페이지에제시된핵심조문 (core provisions);

o 제 4장 조문 (REST DAYS, HOURS OF WORK AND OTHER CONDITIONS OF

SERVICE) : 특정근로자에대한추가보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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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법의 개요

• EA는핵심조문에의거하여노동자의권리및권익을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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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급여는 급여 대상 기간 (salary period)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급되어야한다.

유급휴가 취업기간에따라연간 7 - 14 일이상의유급휴가부여

유급병가 연간 14 일및입원이필요한경우 60 일이하의병가부여

유급휴일 연간공휴일 11일

근로자에관한기록 사용자는해당근로자에대한기록을유지할필요가있다.
또한, 주요 근로 조건의 서면화, 급여 명세서의 발행의
의무가있다.

해고 부당해고에대한구제



• 제 4장은 일정급여 이하를 받는 노무자(Workmen)와 非노무자(Non-workmen)에게
적용된다.

• 제 4장은 원칙적으로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관리직이나 고위직
(Managers & Executives, “M&Es”)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4장은대략적으로아래와같은사항을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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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시간 • 주 5일을초과하여근무가요구되는경우, 1 일 8 시간또는
주 44 시간까지; 또는,

• 주 5일혹은 5일이하근무가요구되는경우, 1 일 9 시간
또는 1 주 44 시간근무

추가근무수당 기본이되는시급의 1.5 배이상

휴일 일주일에하루

싱가포르 노동법의 개요



싱가포르 노동법의 개요

• 노동법 (EA)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o 제 5장–급여의현물지급(“Truck Systems”)은 위법이다.

i.e. 노동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하며, 노동자는 지불된 급여의 사용처를 자유롭게
결정할수있어야한다.

o 제 8장–어린이및 16세미만청소년의고용에관한규정

o 제 8장, 15장, 16장– 노무위원장 (Commissioner for Labour)이 노동법 위반 사항
조사, 질문및수사할수있는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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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

노동법 (EA)의적용대상이되는근로자는사용자를위해근로계약 (a contract of 

service)에 기반하여근무하고있는자이다. (cf. a contract for service 용역계약)

S2(1) EA: - 근로계약(“contract of service”)이란:

• 구두 혹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지에 관계 없이 하나가
다른하나를노동자로고용하고고용된자는노동자로써노무를제공하는것을합의한
것으로도제계약(an apprenticeship contract)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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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

2019년 4월 1일까지 (개정 전 노동법):

• 상기의 핵심이 되는 조문은 월 S$4500이상 급여를 받는 관리직 및
고위직(“M&Es”) 이외의모든노동자를대상으로한다.

• 또한다음직종도제외된다:

– 선원(Seafarers)

–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

– 공무원(Statutory board employees or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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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

관리직 혹은 고위직（M&Es）이란?

• 관리감독기능을가진다

• 의무와권한은아래를포함한다:

o 채용, 징계, 해고평가및포상결정등사항에대한판단

o 회사의전략및정책개발

o 사업관리경영

• 기타 대졸 이상의 교육 및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가 관리직 및
고위직과동일한노동조건을가진사람

• 예를들어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 치과의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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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

2019년 4월 1일 이후 (개정법 적용 후):

• 월급여 S$4,500 상한철폐

• 이결과, 관리직・고위직(M&Es)을 포함한모든노동자대상

(단, 여전히 선원(seafarers),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 공무원(statutory board

employees and civil servants)는제외)

• 43만명의 M&Es가추가적으로 이익을누릴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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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

개정 노동법이 커버하는 것은?

• 자국및다른국적의노동자

• 풀타임노동자

• 파트타임노동자

• (i.e. 주 35 시간미만취업)

• 단기고용노동자

• 계약직

• 노무자 (e.g. 블루칼라노동자)

• 관리직및고위직 (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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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이 커버하지 않는 것은?

• 선원(Seafarers)

•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

• 공무원(Statutory board employees or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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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4장 적용 범위의 확대

• 제 4장은 특정 노무자 및 비노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추가보호 (i.e.

추가근무수당)를 부여한다.

o 노무자–블루칼라노동자로육체노동에종사하는자 ( e.g. 청소부, 건설노동자)

o 비노무자– 화이트 칼라 노동자로 관리직 및 고위직(M&Es)에 해당하지 않는 자
(e.g. 회사원, 리셉셔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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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4장 적용 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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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이전 2019년 4월 1일 이후

기본급(월급) S$4500이하의노무자 변경없음

기 본 급 ( 월 급 ) S$2500 이 하 의

비노무자

기본급(월급) S$2600 이하의비노무자

비노무자의추가 근무 수당을

계산하기위한기본급(월급)의상한은

S$2250

비노무자의추가근무수당을

계산하기위한기본급(월급)의상한은

S$2600

관리직및고위직(M&Es)은제 4장의

적용대상이아님

변경없음

• 개정에따라노동법제 4장보호대상이되는노동자의범위가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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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규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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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이전 2019년 4월 1일 이후

부당해고는 노무부(MOM) 관할이며 급여

관한 소송은 분쟁 조정 삼자간 연합

(Tripartite Alliance for Dispute

Management) (“TADM”) /

노동 청구 재판소 (Employment Claims

Tribunal) (“ECT”)관할이다.

‘부당 해고’ 및 ‘급여’에 관한 분쟁은

TADM / ECT가관할한다.

• 근로자에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TADM는 ECT에 회부되기 전 절차로서 조언과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이
되는클레임에대한조정전치주의)

• TADM에의한조정을통해해결할수없는클레임은 ECT에서관할한다.



해고 규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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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및고위직(M&Es)의경우법적구제청구를하기위해필요한노동시간이단축

2019년 4월 1일이전 2019년 4월 1일이후

관리직및고위직(M&Es)는해당고용주와
함께 12 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법적구제를청구할수있다.

관리직 및 고위직(M&Es)는 해당 고용주
와 함께 6 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
여법적구제를청구할수있다.



해고 규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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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해고(constructive dismissal)개념의도입

2019년 4월 1일이전 2019년 4월 1일이후

"해고"(dismiss)는고용주에의해근로계약
이 종료되는 것으로 통보 유무를 불문하
며 , 또한 노동자의 위법행위 여부를
불문한다

"해고"의개념이확장되어근로자가사직한
경우에도 해당 사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닌,
고용주에 의한 작위 혹은 부작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퇴직을 강요당한 것을 근로
자가 입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해고 규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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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해고사유:

o 낮은업무수행능력 (Poor Performance)

o 잉여인원의해고 (Redundancy)

o 부정행위 (Misconduct)



해고 규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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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예시:

o 차별적해고

e.g. 근로자의 연령, 인종, 성별, 종교, 배우자의 유무 및 가
족내에서의역할, 또는심신장애의유무에따른해고;

o 해당근로자의이익 /혜택을받을자격을박탈;

o 노동법상의권리의행사를이유로한징계등의처분

e.g. TADM에조정신청;

o 내부 제보자를 침묵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
진해고;

o 상사등에대한성희롱고발을한근로자에대하여침묵시키
거나제거하려는목적에서이루어진해고



해고 규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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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은어느쪽이지는가?

해고 (통보없는경우) 해고 (통보있는경우)／통보대신보상을한
경우 (i.e. 근로계약에기반한계약해지)

고용주가해당해고가부당한것이아니라
는입증에대한책임을진다.

• 해고 사유가 표기된 경우 고용주가 해당 사
유의존재에대한입증을책임진다.

• 해고 사유가 표기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게 해당 해고가 부당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
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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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 공휴일에근무한근로자에대한보상은아래와같이개정되었다:

27

2019년 4월 1일이전 2019년 4월 1일이후

고용주는 공휴일에 근무한 모든 노무자와 비
노무자에대해다음두가지옵션이있다:

1) 추가일당지급; 또는
2) 대체휴가부여

고용주는 공휴일에 근무한 월급 S$4500 이하의
노무자와 월급 S$2600 이하 비노무자에 대해 다
음두가지옵션이있다:

1) 추가일당지급; 또는
2) 대체휴가부여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 더유연한보상 - 제 4장에적용되지않는근로자에대한보상에대해고용주에게추가
옵션을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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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한 월급 S$4500 이하 M&Es를 대상
으로고용주는다음 3 가지옵션을가진다:

1) 추가일당지급; 혹은
2) 대체휴가부여; 혹은
3) 시간단위의휴가부여 (1 일미만).

* 월급 S$4500 이상의 M&Es는 개정 전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

공휴일에근무한모든 M&Es, 월급 S$4500을 초과
하는 노무자 , 혹은 월급 S$2600 이상의 비
노무자를 대상으로 고용주는 다음 3가지 옵션을
가진다;

1) 추가일당지급; 혹은
2) 대체휴가부여; 혹은
3) 시간단위의휴가부여 (1 일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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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의 종류

• 급여공제대상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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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 한
정되어있었다.
e.g. 근로자가결근한경우, 근로자가 사용
허가 된 고용주의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
한경우등

급여공제는다음두가지조건이충족되면
가능하다:

1) 근로자가서면으로공제에동의할것;
2) 근로자가 급여가 공제되기 전 언제든지
별도의 벌금 부과 없이 그 동의를 철회 할
수있도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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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되는 진단서의 범위 확대

• 근로자에대한보호확대 - 고용주가승인해야하는 진단서의범위가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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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다음진단서를승인해야한다:
1) 공립병원의사; 및
2) 회사소속의사

고용주는 의료 종사자 등록법 (Medical
Registration Act)에따라등록된의사및치과
의사 등록법 (Dental Registration Act)에 따라
등록된 치과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를 승
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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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개인 정보 보호

• 싱가포르의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PDPA"))에 의거하여보호된다.

• PDPA는아래사항을규정한다:

• 개인정보취득;

• 개인정보사용;

• 개인정보공개; 및

• 개인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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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철회

• PDPA 제 16 조 - 자신의개인정보를제공한 자(개인)는 이미 한어떠한 동의라도어떠
한시점에서든철회할수있다,

• 요건:

o 개인은 동의 철회 시 합리적인 통지 (reasonable notice)를 해야 한다 (s16 (1)
PDPA)

o 개인 정보 취급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개인이 동의를 철회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결과를통지해야한다 (s16 (2) PDPA)

o 개인 정보 취급자는 개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s16 (3)
PDPA)

o 동의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 정보 취급자는 스스로 또는 개인 정보의 취급 등
을 위탁하고있는 제 3 자로 하여금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를 즉시 중단
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PDPA 또는 기타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혹은 인정된 경
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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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동의 철회 통지
(Reasonable Withdrawal of Notice)

• PDPA제 16 조 (1) - 개인은동의철회통지를합리적으로제공해야한다

• 어떠한경우에 “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가?

o PDPA는합리적으로동의철회통지가이루어져야하는기간을명시하고있지않다.

o 일반적으로영업일 10일이상을부여한철회통지가 “합리적”이라고인정되고있다.

o 개인 정보 취급자가 동의 철회의 효력을 발생시키기까지 통지에 기재되어있는 기간
이상이 필요한 경우, 실무상 개인 정보 취급자는 해당 개인에게 철회의 효력을 발생
시키기까지필요한기간을통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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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철회의 효력

• S16 (2) PDPA – 개인 정보 취급자는 개인에 대하
여해당개인이동의를철회할경우발생할수있는
결과를통지해야한다

• 통지예시:

o 개인 정보 취급자는 해당 개인의 개인 정보의
취득, 사용, 공개를중지할것이라는사실

o 개인 정보 취급자는 해당 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지속할수없을수있다는사실

41



동의 철회의 효력

• 동의철회통지수령시, 개인정보취급자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o 해당개인의개인정보수집, 사용, 공개의중단;

o 정보의취급등을위탁하는제 3자에대한철회사실통지;

o 위탁제 3자가해당개인정보의수집, 사용및공개를중지하도록확인.

• 개인 정보 취급자는 동의를 철회한 해당 개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다른 개인 정
보 취급자에대하여동의철회가있었다는사실을알릴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개인 정보 취급자가 아래 의무를 가지는 것에는
영향이없다:

o 해당개인정보취급자가보유 · 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에대한액세스제공

o 개인정보가공개된방법에대한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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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철회의 효력

• 현재사용되고있는개인정보및미래의개인정보공개행위에적용

• 개인 정보 취급자는 법률 규정에 기반하여 해당 개인 정보를 서면 또는 기타 기록
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E.g. 감사 시 필요, 전자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서비스를위한목적등

• 해당 개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해당 개인의 개인 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 할 필요는
없다

• 비교: GDPR 제17 조 –삭제될권리 (잊혀질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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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A와 GDPR

1. GDPR은기본적으로 EU 시민권자나거주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모든
정보취급자들(국적불문)에게 적용. EU와거래가많은싱가폴회사도예외없음

2. PDPA는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것으로간주하는규정이있는데, GDPR은동의
간주규정이없어언제나개인정보제공자의명확한동의가필요

3. PDPA는개인정보수집시공개되는개인정보의관련성이정보수집목적에어느정보
부합해야하느냐에대해침묵하고있으나, GDPR은수집하는개인정보를정보수집의
의도에비추어최소화하도록 규정

4. PDPA에는없는규정인, 개인정보가삭제될권리 (잊혀질권리)가 GDPR에는규정됨.

따라서개인정보제공자가요청시정보취급자는요청된개인정보를삭제할의무

5. GDPR위반시상당한제재 –벌금부과최대약 SGD 33million / 회사 1년매출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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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제17 조 – 삭제될 권리
(잊혀질 권리)

•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
17 조 - 데이터 주체는 다음의 경우에데이터 관리자로부터 부당한지체 없이 자기
관련정보가삭제될권리를가진다:

o 당해 개인 정보를 취득 · 처리한 목적에 비추어 개인 정보가 더 이상
취득 ,처리될필요가없게된경우

o 데이터 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고 또한 해당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다른 법적
근거가존재하지않는경우

o 데이터 주체가 정보 처리에 반대하고 또한 해당 개인 정보의 처리를 할만한
합법적인이익이별도로존재하지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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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제17 조 – 삭제될 권리
(잊혀질 권리)

• GDPR 제 17조– 데이터 주체는 다음의 경우에 데이터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지체
없이자기관련정보가삭제될권리를가진다:

o 데이터주체가직접마케팅할목적으로정보처리에반대하는경우

o 개인정보가불법적인정보처리의대상이된경우

o 개인 정보가 EU법 또는 해당 정보 보유자가 준수해야 할 회원국의 법을
따르기위해삭제되어야할경우

o 개인 정보가 1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사회 서비
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에대한정보제공을위해취득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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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가?

• PDPA (요청이 있어도 개인 정보를 삭제 · 폐기할 의무 없음) vs GDPR 17 조 (삭
제될권리) 중 어느규정을준수해야하는가?

• 개인 정보 취급자가 EU 내에 존재하거나 EU에 있는 데이터 주체 (EU 시민권자
혹은거주자)에게 물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GDPR을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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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
한 변경 (NRIC Data)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PDPC”))는 국민 등
록번호카드 (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NRIC”))의 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NRIC Advisory Guidelines”)을 공표했다.

• NRIC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부터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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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C 가이드라인

• 개인 정보 취급자로써 NRIC 번호 (혹은 NRIC 사본)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개정근거]

o NRIC 번호는영구적・변경불가한개인확인번호

o NRIC 번호는 해당 개인에 관한 방대한 정보에 접속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
될수있음

o 부주의한 NRIC 번호의 취급은 NRIC 번호의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며, 또한
NRIC 번호가불법행위에사용될수있음

(e.g. 개인정보절취 · 사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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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C 가이드라인

• NRIC 가이드라인에따른 NRIC 번호취급에대한규제는아래항목에도적용된다.

o 출생증명번호 (Birth Certificate Numbers）

o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Identification Number, “FIN”)

o 노동허가번호 (Work Permit Numbers)

o 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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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C 번호의 취득, 사용 및 공개

• 개인정보취급자는원칙적으로 NRIC 번호 (혹은 NRIC 사본)을취득, 사용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 개인 정보 취급자는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 등의 행위를 할
수있다:

o NRIC 번호 (또는사본)의취득, 사용또는공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또는
PDPA의예외에해당하는경우); 또는

o NRIC 번호 (또는 사본)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가 높은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
고 또는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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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NRIC 번호 (또는 NRIC 사본)의취득, 사용및공개가법적으로요구되는경우

o 일반병원의진찰을받는경우

o 호텔에체크인하는 경우

o 휴대전화번호를신청할경우

o 마사지업소에서마사지서비스를받을경우

o 사립학교에입학하는경우

o 회사등에취직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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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PDPA의제2, 제3, 제4의별지(Schedule) 하에서예외가적용될경우.

즉 NRIC 번호 (또는 NRIC 사본)의취득, 사용또는공개에대해해당개인의동의가
필요하지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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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체예시

긴급한 상황에 있어 동의에 기
반하지않은 NRIC번호의공개

• 의료센터에서넘어지거나추락하여개인이의식불
명이된경우

• 해당 의료 센터의 직원이 병원에게 해당 개인의
NRIC 번호 및 알레르기 여부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해당개인의동의없이제공한경우

• 위는별지제 4항에규정된예외에해당하여동의없
이 개인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개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필요한것이다.



개인의 정확한 식별 혹은
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개인 정보 취급자가 개인 식별을 정확하게 수행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개인 정보 취급자는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통지 및 동
의얻어 NRIC 번호를수집, 사용또는공개할수있다.

• 상기의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 취급자가 NRIC 번호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도록동의를요구하는것은일반적으로합리적이라고 간주된다.

• 열거조항이아니라예시조항:

o 높은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심각한 안전 또는 보안상의 위험
이발생할수있는경우 (예: 유치원등에들어갈때안전보장문제)

o 높은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당 청구로 개인과 해당 단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예: 금융 및 부동산 등 거래시, 보험관련
클레임, 헬스케어등건강검진, 보조금지급등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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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C 카드 보유

• 원칙적으로 개인의 NRIC 카드 그 자체를 보유해서는 안된
다.

• 하지만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해당 개인의 NRIC 카드 그
자체 및 기재되어있는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
한경우도있다:

o 해당 NRIC 카드의 관리 또는 취득의 의도가 없고,

NRIC 카드가 반환 된 경우에 어떤 개인 정보도 소유
하지않을경우:

NRIC 카드에 기재되어있는 개인 정보의 취득으로 간
주되지않는다.

o E.g. 편의점은 담배를 구입하려는 고객에게 연령 확인
을위해 ID를제시하도록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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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C 번호의 부분적 취득

• NRIC 번호 마지막 3자리까지의 숫자와 마지막 문자를 취득하는 것(e.g. NRIC 번호 전
체 (예 : "S1234567A")에서 "567A"만취득)은 NRIC 번호의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그러나:

o NRIC 번호의 부분 취득은 PDPA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개인 정보의 취득으로
간주된다:

⮚ 해당부분번호로부터 개인을식별할수있는경우; 또는

⮚ 해당 번호와 해당 개인 정보 취급자가 접근 가능하거나 혹은 접근 가능성이
높은기타정보의조합으로해당개인식별이가능한경우

o 위의경우개인정보의취득으로간주되어 PDPA를준수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개인정보취급자가소유하거나그감독하에해당정보를두고있는
경우, 부정한정보유출이발생하지않도록합리적인장치를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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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C 번호의 대체 수단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PDPC)는 개인 정보 취급자가 NRIC
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해야하는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 때문에 개인 정보 취급자는 대체 수단의 적절성을 스스로 검
토해야한다.

• 대체수단의예시:

o 사용자가직접작성한 ID (i.e. 이메일주소)

o 트래킹넘버

o 개인정보취급자가작성한 QR code

o 금전의위탁 (예치금)

59



In Association with T S Oon & Partners, Malaysia

36 Robinson Road, #08-01/06 City House, Singapore 068877

Tel  (65) 6223 3893;  Fax  (65) 6223 6491

Email  general@oonbazul.com; Website   www.oonbazul.com

A s i a n  E x p e r t i s e .  G l o b a l  R e a c h .

3. 동남아 및 인도 지역 법률 분쟁

예방과 해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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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예방의 시작은 ‘계약서’

• 계약서작성시접근의차이 (한국에서통하는것이외국에서는
통하지않는다)

• 계약문구해석시판사및중재인들의기본견해

• 준거법및분쟁해결방법을미리고려할필요

• 준거법따라중재인이결정될확률높음

• 인도및동남아 : 어떤리스크? (세금, 소송진행시간, 계약서언어등)

• 분쟁해결방법: 법원? 중재? 조정?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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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사항

본세미나는법개정등에관한정보제공의목적으로합니다.따라서본세미나는법의완전
한분석을포함하는것이아니며,또한논의의대상이되는법에대한 Oon & Bazul LLP의의견
을구성된것이아닙니다. Oon & Bazul LLP의파트너변호사,직원또는컨설턴트 (해당개인
이 “파트너변호사”로소개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중그어떤개인도본프레젠테이션
의모든관계자에대한법적의무또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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