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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검토(1)
(’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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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 EU GDPR 시행(’18.5.25.)이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들은 위반 성격, 지속 기간,
중대성 등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사례가 다양화 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GDPR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가장 많은
누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조항인 제32조, 제5조1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주요 위반 조항별
과징금 부과 사례”와 글로벌 대기업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과 규모의
조직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어지는 추세를 반영한 “대상 및 이슈별 과징금 부과 사례”를
(1)(2)편으로 나누어 각각 과징금 순으로 검토하기로 함

- 277 -

2020 최종보고서

2. 주요 위반 조항별 과징금 부과 사례

(1) 제32조
▶ (영국) ICO는 ’18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British Airways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2억 460만 유로(1억 8,339만 파운드)의 과징금 부과288 (’19.7.)
• British Airways는 ’18년 9월 가짜 웹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실을 ICO에 신고
• ICO의 조사에 따르면, ’18년 6월 British Airways의 웹 사이트의 방문자 트래픽이 가짜
사이트로 유입되어 고객 정보가 탈취되는 사고를 통해 약 5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되었으며
British Airways는 같은 해 9월 이 사실을 ICO에 보고
• British Airways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로그인 정보, 결제용 카드, 항공 예약 정보, 이름, 주소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 해당 사안은 자국 국민들의 피해가 확인된 국가의 DPA들이 ICO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일명 '원스톱샵(one stop shop)'289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이자
현재까지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에 해당 ※제2편의 [표 1] 참고
▶ (영국) ICO는 ’18년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Marriott International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1억 1,039만 유로(9,900만 파운드)의 과징금 부과290 (’19.7.)
• 이 사고는 Marriott International이 ’16년 인수한 Starwood 호텔의 웹 사이트 보안 취약점에
따른 것으로, 고객 정보 유출은 이미 ’1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8년까지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
• Marriott International이 ’18년 11월 ICO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고로 전 세계에서
약 3억 3,900만 명의 고객 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유럽 지역 31개국 피해자 3,000만 명 중
영국 피해자는 700만 명으로 집계
• ICO는 Marriott International이 기업 인수 시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고 Starwood의
온라인 시스템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기업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EU GDPR에

288 https://techcrunch.com/2019/07/08/uks-ico-fines-british-airways-a-record-183m-over-gdpr-breach-that-leaked-data-from-500000-users/
289 EU는 여러 국가의 연합체인 만큼 한 곳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인증 받은 것으로 처리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로서 해당 EU 회원국가의 DPA들이 자국의 의견을 ICO에 제시할 수 있음
290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9/jul/09/marriott-fined-over-gdpr-breach-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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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재까지 British Airways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에 해당

▶ (독일) BfDI는 본인 인증절차를 불완전하게 적용한 통신 사업자 1&1 Telecom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95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291 (’19.12.)
• BfDI는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한 1&1의 데이터 보안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GDPR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예컨대 통신 서비스 가입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만을 제공해도 해당 사용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fDI는 이에 대해 GDPR
제32조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 사안이라고 설명
• 이에 대해 1&1은 사건이 발생한 2018년 당시 유효한 보안 지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으며, 그 보다 보안 요구 사항이 더 높은 단일 시장 표준은 없었다는 점과 과징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며 반발했으나 인증절차 강화를 위해 협조
- 1단계 인증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2단계에서 BfDI와 협의 하에
기술적으로나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개선된 새로운 인증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 (네덜란드) AP는 포털 사이트 접속 시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 보험 서비스 제공
업체 UWV(Uitvoeringsinstituut Werknemersverzekeringen)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9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292 (’19.10.)
• ’18년 10월 적발된 사항에 따르면, UWV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는 고객사 직원들의
건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UWV가 고객사에게 온라인 포털에 대한 접속 권한을 부여
할 때 다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아 보안이 불충분한 상태였음
•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직원이 질병, 임신 또는 육아 휴가 등으로 인해 결근한 내역을
고용주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직원의 구체적인 병명이나 의료 상황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AP는 해당 데이터를 GDPR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건강정보로 판단

291 https://www.bfdi.bund.de/DE/Infothek/Pressemitteilungen/2019/30_BfDIverh%C3%A4ngtGeldbu%C3%9Fe1u1.html
https://dataprivacymanager.net/e9-55-million-gdpr-fine-for-11-telecom-in-germany/
292 https://autoriteitpersoonsgegevens.nl/nl/nieuws/ap-dwingt-uwv-met-sanctie-gegevens-beter-te-beveil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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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AP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강화를 위해 ’19 년 10월 31일까지 이 포털의 보안
수준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도록 UWV에 명령
- 시스템 변경을 위한 확장 기능과 관련, UWV가 필요한 변경을 한 경우 해당 조치의
마감일을 ’20년 3월 1일로 연장

▶ (폴란드) UODO는 온라인 소매업체 Morele.net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64만 5천 유로(280만
즈워티)의 과징금 부과293 (’19.10.)
• UODO에 따르면, 이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에 대한 대응 절차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
• 그러나 UODO가 데이터 접근권한에 대한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후
Morele.net은 이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보안 조치를 실시
• UODO는 Morele.net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더 이상의 데이터 침해를 막기 위해 회사가
취한 조치 △UODO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태도 △해당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했다고 설명

▶ (프랑스) CNIL은 웹 사이트 이용자의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 업체
Sergic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과징금 4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294 (’19.5.)
• 해당 과징금 부과 조치는 ’18년 8월 CNIL에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Sergic의 웹
사이트에서 간단히 URL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 세금 고지서, 계좌
명세서 등의 문서에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불만이 제기
• CNIL의 조사에 따르면, Sergic은 2018년 3월 이후 이 같은 취약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나, 문서 액세스 과정에서 어떠한 사용자 인증 방법도 구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CNIL은 Sergic이 △데이터 보안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 데이터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함으로써 GDPR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프랑스) CNIL은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험업체 Active
Assurances에 대해 제32조 위반 혐의로 18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295 (’19.7.)

293 https://dataprotection.news/polish-dpa-imposes-e645000-fine-for-insufficient-organisational-and-technical-safeguards/
294 https://www.complianceweek.com/gdpr/french-real-estate-company-fined-400000-for-gdpr-violations/27248.article
295 https://www.privacy-ticker.com/cnil-fines-french-insurance-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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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IL의 조사 결과, Active Assurances의 웹 사이트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이는
EU GDPR 제32조에 의거한 보안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
• Active Assurances의 이 같은 보안 문제는 2018년 이 회사의 고객이 자신의 개인 계정에서
다른 고객의 운전면허증, 등록 카드, 은행의 신분확인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CNIL에
신고하면서 확인
• CNIL은 △고객의 비밀번호에 대해 충분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메일 본문에
포함된 비밀번호와 사용자 이름에 대해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개인정보 전송 시
데이터 보안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독일) BfDI는 약 33만 명의 개인 데이터를 유출한 소셜 미디어/채팅 사이트 Knuddels.de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2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296 (’18.11.)
• ’18년 9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로 인해 해당 개인 데이터를 해커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데이터 유출 통지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됨
• 이에 따라 GDPR 제32조에 명시된 ‘적절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적절히 암호화할 의무를 고의
위반한 것으로 판단

(2) 제5조 1항

▶ (오스트리아) dsb는 고객의 개인정보 프로필을 작성해 유출한 우편 서비스 조직 Austrian Post에
제5조 1항 및 제6조 위반 혐의로 1,8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297 (’19.10.)
• Austrian Post가 작성한 프로필에는 집 주소, 개인 취향, 습관, 정당 선호도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3474769-c8e3-4eb6-8cc0-c5a120dd8771
296 https://www.welivesecurity.com/2018/11/27/german-chat-site-faces-fine-gdpr/
https://www.bankinfosecurity.com/gdpr-data-breach-reports-to-eu-exceed-59000-a-12006
297 https://wien.orf.at/stories/301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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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Austrian Post는 개인의 연령이나 주소와 같은 고객
개인정보를 통해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해당 정보주체가 투표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추측
• 이렇게 작성된 프로필 정보는 마케팅 회사나 정당을 상대로 직접 판매되었으며, 판매
규모는 약 3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독일) BfDI는 개인 데이터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부동산 업체 Deutsche Wohnen SE에
제5조 1항 및 제25조 위반 혐의로 1,45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298 (’19.10.)
• 이 회사는 이용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에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 이와 함께, 해당 정보에 대한 저장이 허용되거나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세입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저장
•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관계없이 수 년 간 세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
- 이러한 정보에는 급여명세서, 자기소개서, 고용 및 훈련 계약의 발췌 내용, 세금, 사회
보장 및 건강보험, 은행 거래 명세서 등 개인 신상과 재정 상태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

▶ (네덜란드) AP는 적절한 동의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테니스 협회 KNLTB
(Royal Dutch Lawn Tennis Association)에 제5조, 제6조 위반 혐의로 52만 5,000 유로의
과징금 부과299 (’20.3.)
• KNLTB는 2018년 직접 마케팅을 목적으로 접근한 두 명의 후원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했으며, 이름, 성별, 주소 등이 포함된 이 정보는 특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테니스 관련 광고 홍보 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
• AP의 조사 결과, 협회는 한 스폰서에게 30만 명 이상의 회원 데이터를 제공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5만 명에 대한 정보를 공유
• KNLTB는 회원 정보 공유가 GDPR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P는 이 같은 데이터 판매 활동에는 동의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익은 적절한 법적

298 https://wien.orf.at/stories/3019396/
299 https://www.dataguidance.com/news/netherlands-ap-fines-knltb-%E2%82%AC525000-selling-personal-data-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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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
• 한편, EDPB는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KNLTB가 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과징금
부과에 반발했으며 AP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 (그리스) HDPA는 고객의 광고전화 수신거부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통신사업자 OTE에
제5조 1항, 제25조, 제21조 3항 위반 혐의로 과징금 4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00 (’19.10.)
• HDPA는 불법 광고전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촉발된 조사를 통해, OTE의 통신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과정에서 OTE를 통해 등록되어 있던 광고전화
수신거부 전화번호 목록으로부터 삭제되었고 그로 인해 광고전화가 수신된 것임을 확인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 고객 서비스의 내부 시스템에는 가입자가 광고전화 수신거부
등록자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시스템 간 호환성 오류로 인해 OTE가 광고주에게 보낸
수신거부 전화번호 명부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부적절한 기술적 조치로
8,000여명의 고객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은 문제 발생
• HDPA는 이 사안과 관련해 OTE가 GDPR 제25조(data protection by design), 제5조
제1항, 제21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스페인) AEPD는 투명성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스페인의 축구 리그 La Liga에 제5조 1항,
제7조 3항 위반 혐의로 2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01 (’19.6.)
• AEPD의 조사에 따르면, La Liga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축구 경기
영상을 제공하는 바(bar)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 사용자들의 모바일 앱을 원격으로 활성화
• La Liga는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모바일 마이크를 활성화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위치한 바에서 "해적판" 콘텐츠의 음성 신호를 방출하는지 여부를 감지
• AEPD는 La Liga가 이 과정에서 EU GDPR의 투명성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모바일 마이크의 이 같은 이용 용도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

▶ (덴마크) Datatilsynet은 이용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한 택시 회사 Taxa 4x35에
제5조 1항 위반 혐의로 16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19.3.)

300 https://edpb.europa.eu/news/national-news/2019/administrative-fines-imposed-telephone-service-provider_en
301 https://gdpr.report/news/2019/06/12/spanish-dpa-fines-soccer-league-250k-eu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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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ilsynet은 이 회사가 2년간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고객들의 승차 관련 정보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며, 이는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
• 예컨대 Taxa 4x35는 승객의 성명 정보를 삭제하면서도 전화번호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atatilsynet는 이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
•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고객 이름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Datatilsynet은 해당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전화번호를 통해 여전히
정보주체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 또한 Datatilsynet은 Taxa 4×35의 기술 시스템이 관련 전화번호 없이는 승차 이력
데이터를 보존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음302
• 이번 조치는 덴마크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GDPR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시사

▶ (스페인) AEPD는 고객 기밀을 유출한 이동통신 사업자 Vodafone España에 제5조 1항 위반
혐의로 4만 4,000 유로의 과징금 부과303 (’20.1.)
• Vodafone España는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서를 해당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부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수많은 개인정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 해당 사안은 주소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에 의한 실수로 판명되었으며, Vodafone
España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
• 그러나 AEPD는 실수나 오류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이라도 법적 책임이 필요하고
기업으로서 이 같은 오류를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GDPR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
- 단, △해당 개인정보는 통신 서비스 계약 완료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데이터였다는
점 △해당 개인정보 유출로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가 단 2명이었다는 점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과징금 규모는 4만 4,000유로로 한정

302 https://www.adlawaccess.com/2019/04/articles/gdpr-recap-technical-violations-result-in-steep-fines-in-latest-enforcement-actions/
303 https://dataprivacyfines.com/fine/vodafone-espana-sau-fined-eur-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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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ANSPDCP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에너지 서비스 업체 SC Enel Energie에
제5조 1항, 제6조 1항, 제7조, 제21조 위반 혐의로 3,000 유로의 과징금 부과304 (’19.12.)
• ANSPDCP는 SC Enel Energie로부터 원치 않는 이메일 메시지를 계속 전송받고 있는
민원인이 전송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진정해옴에
따라 조사를 시작
• 조사 결과, 이메일로 전송된 메시지에 대해 민원인이 별도의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SC Enel Energie가 개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GDPR 제5조 1항,
제6조 1항,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
• 이와 함께, 수차례에 걸친 청원인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전송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GDPR 제21조의 반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3) 제37조(DPO 지정)

▶ (벨기에) BDPA는 DPO 임명과 관련한 GDPR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Proximus SA에
제31조, 제58조, 제37조 위반 혐의로 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05 (’20.4.)
• BDPA는 해당 업체의 데이터 유출 통지를 받은 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와 협력할 의무 △책임성의 의무 △회사 조직 내에서 DPO의 위상 등에 대해 검토
•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규제준수 책임자와 DPO를 동일인으로 임명함으로써 DPO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
- 해당 업무는 모두 비즈니스 조언과 연계되는 것이라는 업체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BDPA는 지정된 DPO가 내부 감사,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부서의 이사로
근무함으로써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BDPA는 해당 업체에 3개월 이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회사의 심각한 과실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5만 유로로 설정

▶ (독일) BfDI 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를 선임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Rapidata에 제37조
위반 혐의로 1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06 (’19.12.)

304 https://edpb.europa.eu/news/national-news/2019/romanian-supervisory-authority-issues-two-fines-against-sc-enel-energie-sa_sk
305 https://www.dataguidance.com/news/belgium-belgian-dpa-issues-%E2%82%AC50000-fine-organisation-dpo-appointment-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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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D는 Rapidata가 DPO 선임에 대한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GDPR 제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 단, 규모가 작은 업체라는 점을 반영하여 과징금 규모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확인

(4) 그 밖의 조항

▶ (크로아티아) AZOP은 ’18년 5월 25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고객에게 대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은행에 제15조 3항 위반 혐의로 2,0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07 (’20.3.)
• AZOP은 과징금 부과 대상은행의 구체적인 명칭은 밝히지 않았으며, 익명의 이 은행은 약
1년 동안 고의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침해하여 제15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
• 조사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약 2,500명의 고객에 대해 데이터 열람 요청을 거부했으며
AZOP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만 정보를 제공
• 은행 측은 개인정보가 아닌 대출 서류에 대한 열람 요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했으나,
AZOP으로부터 받은 34회의 통지를 무시하고 관행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한편, 이 사안은 크로아티아에서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

▶ (폴란드) UODO는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 Bisnode에 제14조
위반 혐의로 22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19.3.)
• UODO에 따르면, Bisnode는 공적인 출처(public source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개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개인 데이터를 획득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확보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한 제14조에 위배
• UODO는 Bisnode가 해당 사실을 고지 받은 일부 정보주체 중 13%가 이러한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 반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성실한 고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

306 https://www.hipaajournal.com/german-telecoms-firm-slapped-with-10-56-million-gdpr-penalty/
307 https://dataprivacymanager.net/first-gdpr-fine-in-croatia-issued-to-an-unknown-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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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O는 Bisnode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Bisnode의 고객들이 EU GDPR
제14조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600만 명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요구
• 이에 대해 Bisnode는 웹 사이트에 고지 내용을 게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백만 통의
편지를 일일이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UODO는 우편 고지 이외의 방법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음
• Bisnode는 고객들에게 수백만 통의 편지를 발송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피력하며,
폴란드의 법원에서 UNDO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
• 일각에서는 UODO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EU GDPR 제14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 다소
과도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제기308

▶ (독일) BfDI는 배송업체 Delivery Hero Deutschland에 제15조, 제17조, 제21조 위반 혐의로
19만 5,407 유로의 과징금 부과309 (’19.9.)
• BfDI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가 GDPR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
• 예컨대, Delivery Hero Deutschland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정보주체의 이의 제기에 따른 정보처리
제한과 정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 BfDI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원치 않는 광고 이메일
수신을 명백하게 거부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자율규제 요구에 대해서도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

▶ (덴마크) Datatilsynet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구직 지원
서비스 업체 JobTeam A/S에 제15조 위반 혐의로 6,700 유로(5만 덴마크 크로네)의 과징금
부과310 (’20.5.)
• Datatilsynet의 조사에 따르면, JobTeam은 정보주체의 본인정보접근요청(subject access

308 https://techcrunch.com/2019/03/30/covert-data-scraping-on-watch-as-eu-dpa-lays-down-radical-gdpr-red-line/
309 https://www.digital-business-news.com/business/cyber-law/1322-gdpr-fine-germany
310 https://www.dataguidance.com/news/denmark-datatilsynet-fines-jobteam-dkk-50000-gdpr-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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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SAR) 권리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할 데이터를 삭제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답변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
• 이와 함께 SAR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권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금지
• 한편, Datatilsynet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저 5만 덴마크크로네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JobTeam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를 마무리한 후 경찰 당국에
해당 사안을 알렸으며 이후 해당 사안의 기소 근거 등이 검토될 예정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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