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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검토 (2)
(’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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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및 이슈별 과징금 부과 사례

(1) 글로벌 대기업

▶ (프랑스) CNIL은 Google에 투명성 원칙과 정보주체의 유효한 동의 확보의 의무인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위반 혐의로 5,0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12 (’19.1.)

312 https://techcrunch.com/2019/01/21/french-data-protection-watchdog-fines-google-57-million-under-the-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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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IL은 Google이 데이터 처리 목적과 데이터 저장 기간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지
않고, 때로는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5~6회 클릭하도록 한 경우도 있음을 확인
- 맞춤형 광고 관련 정보는 클릭 5번, 위치추적 서비스 관련 정보는 클릭 6번, 개인정보의
저장기간에 대한 정보는 클릭 4번이 필요
• 이와 함께 Google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모호한 설명만을 하고 있어, 명확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했다고 지적
• 특히 Google이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광고에 요구되는 유효한
사용자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
-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처리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사용자의 동의라는 사실을 고지하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동의의 효력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함
• 이는 GDPR 시행 후 유력 기업에 대한 첫 과징금부과 사례로서, CNIL은 Google에 대해
’18년 9월 조사 이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

▶ (스웨덴) Datainspektionen은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한 Google에 제5조, 제6조, 제17조
위반 혐의로 7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13 (’20.3.)
• Datainspektionen은 ’17년 Google의 검색 결과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과거 상품 주문과 관련한 검색 결과 목록을 삭제할 것을 Google에 명령한 바
있으나, 점검 결과 Google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과징금 부과
• Datainspektionen은 ’18년에도 Google이 삭제했어야 하는 검색 결과 중 일부가 여전히
검색에 표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Google의 관행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 이와 관련, Datainspektionen은 Google이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삭제해야하는 웹 주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과도한 지연 없이 검색 결과 목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목록 삭제 요청에 대한 통지 관행에도 결함이 있음을 확인
• Google에 대한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19년 프랑스 CNIL이 5,000만 유로를 부과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것으로, Google 대변인은 Datainspektionen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 발표

313 https://www.dataguidance.com/news/sweden-datainspektionen-fines-google-%E2%82%AC7m-gdpr-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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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BfDi는 독일 지역 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를 지명하지 않은 Facebook에
제37조 7항 위반 혐의로 5만 1,000 유로(약 55,500 달러)의 과징금 부과314(’19.12.)
• 함부르크 BfDI는 ’19년 3월 Facebook 독일 법인이 DPO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를 GDPR 제37조 7항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
• 글로벌 거대기업 Facebook의 비즈니스 규모에 비해 이번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해당 법인은 모회사와 달리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고 사업
규모가 적으며 EU 전체가 아닌 독일 지역 사무소에만 한정된 것이므로 과소하지 않다는
것이 함부르크 BfDI의 설명
• 또한 Facebook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게 되었다며, 기업의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 Facebook에 대한 이번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작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른 기업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

(2) 공공기관

▶ (불가리아) CPDP는 보안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세청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과징금 26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315 (’19.8.)
• CPDP의 조사에 따르면 ’19년 6월 국세청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들의 공격으로 불가리아의
성인 근로소득자 대다수에 대한 개인정보와 세무기록이 유출
• 정보유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국세청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EU GDPR에 명시된
최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대해 CPDP의 Ventisalav Karadzhov 커미셔너는 과징금 부과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데이터 유출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 불가리아의 공공기관들이 정보보호 분야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

314
315

https://edpb.europa.eu/news/national-news/2019/hamburg-data-protection-commissioners-eu51000-fine-against-facebook-germany_hr
https://dataprotection.news/facebooks-tiny-privacy-fine-is-a-warning-watchdog-says/
https://www.reuters.com/article/us-bulgaria-cybersecurity-fine/bulgarias-tax-agency-fined-3-million-over-data-breach-will-appeal-idUSKCN1VJ0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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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UODO는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담당 업체와 개인정보처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제28조 3항 및 제5조 위반 혐의로 9,380 유로(4만 즈워티)의 과징금 부과316
(’19.10.)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폴란드의 소도시 Aleksandrów Kujawski에서는 시청의 BIP(Public
Information Bulletin) 데이터를 호스팅하는 업체와 시청 사이에 데이터 처리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채 시스템이 운용된 것으로 확인
• 또한 BIP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및 서비스 업체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처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이에 대해 UODO는 시 당국이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 간 수탁처리 관련
사항을 규정한 GDPR 제28조 3항을 위반했으며, 이는 GDPR 제5조의 적법성 및 기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

▶ (아일랜드) DPC는 아동 및 가족문제 담당 정부기관인 Tusla에 제5조 및 제6조 위반 혐의로
7만 5,000 유로의 과징금 부과317 (’20.5.)
• DPC는 ’19 년 10월 Tusla가 아동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결정
• 조사 결과에 따르면, Tusla는 학대 피해자인 여성과 자녀의 연락처와 위치 데이터를 가해
용의자에게 공개하거나, 위탁 아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감 중인 친부 등 친족들에게
부적절하게 공개
• 이번 사안은 GDPR 제5조 및 제6조와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법 143조에 의거하여 정부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

▶ (스웨덴) Datainspektionen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석 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인
셸레프테오(Skellefteå) 지역의 한 학교에 제5조 1항, 제9조, 제35조, 제36조 위반 혐의로
1만 8,630 유로(20만 스웨덴크로나)의 과징금 부과318 (’19.8.)

316 https://edpb.europa.eu/news/national-news/2019/polish-supervisory-authority-imposed-first-administrative-fine-public-entity_en
317 https://www.thetimes.co.uk/article/tusla-fined-by-data-protection-commision-over-three-gdpr-breaches-bptjs7fd5
318 https://www.businessinsider.com/a-school-used-facial-recognition-to-illegally-record-class-attendance-2019-8
https://www.businessinsider.com/a-school-used-facial-recognition-to-illegally-record-class-attendance-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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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inspektionen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카메라에 노출되어 감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이와 함께, 출석 확인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
• 학교 측은 학생들이 얼굴인식 시스템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고 강조했으나,
학생들이 학교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학교 측의 주장 일축

(3) 의료기관

▶ (네덜란드) AP는 헤이그 소재 의료기관 The Haga hospital에 제32조 위반 혐의로 46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19 (’19.6.)
• Authoriteit Persoonsgegevens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의 환자 기록 관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병원 측이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이 사안에 대한 조사는 2018년 자살 시도로 입원한 TV 리얼리티 쇼 출연자의 개인 의료
정보를 해당 환자의 진료에 관여하지 않은 병원 직원들이 열람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진행되었으며, 병원 측은 해당 직원 85명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했다고 발표
• 이는 네덜란드 DPA가 EU GDPR 시행 후 첫 번째로 부과한 사례이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로 전국적인 디지털 의료 기록 시스템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 (포르투갈) CNPD는 의료기관 Centro Hospitalar Barreiro Montijo에 제5조 1항, 제32조 위반
혐의로 4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20 (’18.7.)
• Centro Hospitalar Barreiro Montijo의 의사 수는 약 300명에 불과하지만, 약 1,000 명에
이르는 이들이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환자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보유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차별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
• CNPD는 Centro Hospitalar Barreiro Montijo에게 △데이터 최소화 원칙 등을 위반한
협의에 대해 15만 유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319 https://www.dutchnews.nl/news/2019/07/hospital-fined-e460000-for-privacy-breaches-after-barbie-case/
320 https://www.law.com/corpcounsel/2018/11/09/gdpr-fine-against-portuguese-hospital-puts-health-care-providers-on-alert/?slreturn=20190311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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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에 대해 15만 유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탄력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10만 유로를 부과

▶ (아이슬란드) Persónuvernd는 비영리 의료기관 National Center of Addiction Medicine에
제5조 1항과 제32조를 위반 혐의로 2만 600 유로(300만 아이슬란드 크로네)의 과징금
부과321 (’20.3.)
• 중독 치료 클리닉과 4개의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재활센터, 가족 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는 National Center of Addiction Medicine에서는 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간호사
조무사, 공인 상담사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한 직원에게 배달된 개인 소지품 소포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가 포함되는 사고가 발생
- 이 자료에는 National Center of Addiction Medicine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252명의
의무기록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재활 활동에 참여한 약 3,000 명의 실명 데이터 등이 포함
• Persónuvernd는 해당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National Center of Addiction
Medicine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GDPR 제5조 1항과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4) 텔레마케팅

▶ (이탈리아) Garante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받은 통신
사업자 TIM에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위반 혐의로 2,78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20.1.)
• ’17년부터 ’19년까지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텔레마케팅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TIM으로부터 원치 않는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불만이 폭주했으며 이와
관련해 Garante가 접수한 민원이 수 백 건을 기록
• TIM이 제공한 앱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유효하지
않은 동의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지면을 통해 한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후 해당 동의서를 마케팅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유효 기간을 넘겨
삭제되어야 할 개인정보도 계속 저장한 사실도 확인

321 https://www.personuvernd.is/information-in-english/greinar/nr/2888#

- 294 -

2020 최종보고서

▶ (이탈리아) Garante는 광고 및 계약 체결과 관련해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가스
및 전기 공급업체 Eni Gas e Luce에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1조 위반 혐의로 총 1,15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19.12.)
• 첫 번째 위반 사항은 텔레마케팅 및 원격 판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처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과징금 850만 유로를 부과
- Eni Gas e Luce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텔레마케팅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판촉 전화를 걸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텔레마케팅 거부자 명단이 표기된 등록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존 기한이 경과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브로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도 추가
• 두 번째 위반 사항은 고객들이 요청하지 않은 계약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제5조와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과징금 300만 유로를 부과
-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가스 및 전기 공급업체와의 계약종료 안내서나 새로운
요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Eni Gas e Luce와의 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허위 정보가 기재되거나 서명이 위조된 사례도 발견

▶ (프랑스) CNIL은 건물 단열시공 전문업체인 중소 건설사업자 Futura Internationale에
제21조 2항, 제31조 위반 혐의로 과징금 5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22 (’19.11.)
• CNIL은 Futura Internationale의 DM 대행업체로부터 지속적인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은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 정보주체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 CNIL의 조사에 따르면, Futura Internationale은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DM을 대행한 콜 센터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EU의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
• 이에 따라 CNIL은 Futura Internationale이 △GDPR 제21조 2항에 보장된 정보주체의
반대권을 침해하고 △GDPR에 명시된 투명성 및 데이터최소화 원칙을 위반했으며
△GDPR 제31조에 따른 감독기관과의 협력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역외 데이터 전송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322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9/12/02/cnil-fines-french-construction-company-for-infringements-when-placing-marketing-voice-to-voice-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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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 감시

▶ (네덜란드) AP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지문을 스캔한 익명의 업체에 제5조, 제9조
위반 혐의로 72만 5,000 유로의 과징금 부과323 (’20.4.)
• 자연인 식별을 위해 처리된 생체인식 데이터는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민감 정보)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가 금지되며, 지문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
• GDPR 제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24 이 같은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나, AP는 해당 업체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첫째, 고용주가 직원의 명시적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문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와 개인면담을 해야 하는 등 고용-피고용의 위계
관계에 따라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
- 둘째, AP는 보안상의 이유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예외 규정 역시 생체 데이터 처리 없이
덜 침습적인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 사안이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해당 사안의
지문 스캔은 불필요하며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
• 한편, 해당 업체는 직원들의 지문 채취를 요구하며 지문채취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키프로스) Cypriot SA는 직원 정보처리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3개 업체 LGS
Handling Ltd, Louis Travel Ltd, Louis Aviation Ltd에게 제6조, 제9조 위반 혐의로 총 8만 2,000
유로(각각 7만 유로, 1만 유로, 2,000 유로)의 과징금 부과325 (’19.10.)
• Cypriot SA는 직원의 병가(病暇) 이력 관리를 위한 자동 등록기 ‘Bradford Factor’의 사용을
금지했으나, LGS Handling, Louis Travel, Louis Aviation 등 3개 업체는 이 기기를 통해
직원 정보를 관리
• Cypriot SA는 병가 날짜와 빈도에 대한 기록에 개인의 신원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한 GDPR 제9조 1항에 정의된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

323 https://www.privacy-ticker.com/dutch-dpa-administers-record-e725-000-fine-for-gdpr-violation/
324 이 조건은 네덜란드의 GDPR 이행을 위한 법령인 UAVG(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출처: https://blogs.dlapiper.com/privacymatters/the-netherlands-fine-imposed-on-employer-processing-fingerprints-employees/
325 https://edpb.europa.eu/news/national-news/2020/cypriot-supervisory-authority-banned-processing-automated-tool-used-scoring_en

- 296 -

2020 최종보고서

• 이에 따라, Bradford Factor의 자동화 시스템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여 처리 결과에 따라
개인을 프로파일링하는 경우 GDPR의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
• 데이터 컨트롤러가 제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서는 ‘Bradford Factor’ 이용을 통한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로서 직원들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 (프랑스) CNIL은 직원 감시 목적으로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번역 서비스 업체
Uniontrad Company에 제5조 1항, 제12조, 제13조, 제32조 위반 혐의로 2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326 (’19.6.)
• Uniontrad Company의 직원들은 ’13년과 ’17년 사이 회사 측에 의한 불법 촬영 사실을
CNIL에 신고했고, CNIL은 2018년 2월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한 후 회사 측에 시정을 명령
• 그러나 2018년 10월 두 번째 감사에서 회사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CNIL은 2019년 6월 18일 Uniontrad Company가 작업장 내 CCTV 카메라
사용을 제한한 EU GDPR을 위반했다고 판정
• CNIL은 과징금 외에도 Uniontrad Company가 △CCTV에 의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해당 영상 데이터에 대해 적절한 보존 기간을 설정하며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카메라 사용을 제한하고 △직원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

▶ (루마니아) ANSPDCP는 GDPR을 위반한 Uttis Industries SRL에 제12조, 제13조, 제5조
1항, 제6조 위반 혐의로 2,500 유로의 과징금 부과327 (’19.10.)
• ANS PDCP의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장 내에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직원들에게 이 장치를 통해 캡처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이와 함께 직원들의 이름과 사번(Personal Numerical Codes)을 불법적으로 캡처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
• ANS PDCP는 해당 사안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326 https://news.bloomberglaw.com/privacy-and-data-security/french-company-fined-for-constant-employee-video-surveillance
327 https://business-review.eu/business/legal/gdpr-still-not-a-ok-romanian-firms-struggle-to-adjust-to-new-rules-2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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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나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GDPR의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4. 시사점

▶ GDPR 시행 2년간의 과징금 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의
‘무결성과 기밀성’ 원칙에 대한 요건 및 보안 수준을 상세화하고 있는 규정인 제32조와
제5조1항 위반 사례가 대다수 ※ [표2,3,4,5] 참고
• ’18년 7월 첫 과징금 부과 사례 이후로 ’20년 5월 말까지 누적된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40건(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침해 관련 불만은 14만 4,373건)이며, 누적 부과액은 총
467,697,668 유로(’20년 5월 기준)328로 위반 유형별 과징금 누적 합계는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부족’ 유형 3억 3,296만 유로(71%),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족’ 유형 1억 1,110만 유로(23.7%), ‘일반적 데이터 처리 원칙 미 준수’ 유형 1,608만
유로(3.4%) 순
- 국가별 과징금 누적 합계는 영국이 3억 1500만 유로(제32조 위반 사례 3건)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프랑스 5,110만 유로(5건), 이탈리아 3,945만 유로(11건), 독일
2,513만 유로(25건) 순
- 위반 유형별 과징금 부과 건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족’ 105건(38.3%),
‘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불충분’ 63건(23%), ‘일반적 데이터 처리 원칙
미 준수’ 41건(15%) 순이며, 국가별 과징금 누적 건수는 스웨덴이 80건으로 독보적으로
많았으며 루마니아 27건(50만 유로), 독일 25건(2,513만 유로), 헝가리 23건(21만
유로) 순
• 글로벌 대기업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과 규모의 조직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별 분류를 통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의
대표적 사례를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이 경우도 제32조와 제5조 1항 위반에 해당
• 수집·보유·관리 중인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암호화 등의 보안이 미비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영국의 두 사례에서처럼,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328 https://www.enforcementtrac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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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을 필수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십만 명에서 수억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피해자를 낳게 되며, 그 결과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에 직면
- 개인의 민원으로 감독기구의 조사가 개시되어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GDPR 준수 대응 전략 수립 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독기구는 과징금 산정
시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여부와 함께 적절한 안전조치 수행 여부, 피해의 범위와 정도,
조직의 규모, 해당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
- 따라서 GDPR의 적용을 받는 기업 및 조직은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파악되는 즉시
관할 감독기구에 통지하고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는 과징금 부과액 경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

▶ 그 밖의 조항 위반 사례 및 글로벌 대기업의 위반 사례를 보면 제12~22조 전반에 걸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 대한 위반 사례가 누적되는 추세이며, 텔레마케팅과 직원 감시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롭게 분류되는 이슈별 누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Google은 투명성 원칙, 정보주체의 유효한 동의 확보 의무,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를
위반한 혐의로 프랑스와 스웨덴 감독기구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Facebook은
DPO를 지정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부과
- DPO를 선임하지 않거나 DPO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임명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제37조 위반)가 나왔으며, 해당 조직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비례하는 양상을 보임
• 기존 Directive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강화 한 조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에 최근 과징금이 부과
- 주요 조문들 중 특히 제15조 정보주체의 열람권329(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제14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Right to be informed), 제17조 삭제권
(‘잊힐권리’)(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 마련을 비롯한 신속한
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

329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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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은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다 안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Reference
1. BfDI , “BfDI verhängt Geldbußen gegen Telekommunikationsdienstleister”, 2019.12.9.
2. Bloomberg, "Facebook’s Tiny Privacy Fine Is a ‘Warning,’ Watchdog Says", 2020.2.13.
3. DataGudiance, "Belgium: Belgian DPA issues €50,000 fine to organisation for DPO appointment violation", 2020.4.30.
4. EDPB, "Fine proposed for Danish recruitment company", 2020.5.15.
5. EDPB, "The Cypriot Supervisory Authority banned the processing of an automated tool, used for scoring sick leaves of employees, known
as the "Bradford Factor’’ and subsequently fined the controller", 2020.1.27.
6. Hunton, "CNIL Fines French Construction Company for Infringements When Placing Marketing Voice-to-Voice Calls", 2019.12.2.
7. ICT Business, "Bank who got the first GDPR fine in Croatia has been consciously violating human rights for almost a year and got more
than 30 notices from data protection authority before it was actually fined", 2020.3.18.
8. JD Supra, "Dutch Privacy Regulator Fines Tennis Association For Selling Personal Data Without Proper Consent“, 2020.3.4.
9. Politico, "Google to appeal Swedish data watchdog €7M fine", 2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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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징금 부과액 상위 10건
분류
1
2
3
4
5
6
7
8
9
10

국가/감독기구
영국
ICO
영국
ICO
프랑스
CNIL
이탈리아
Garante
오스트리아
dsb
독일
BfDI
독일
BfDI
이탈리아
Garante
스웨덴
Datainspektion
en
이탈리아
Garante

날짜

과징금 부과액
(유로)

위반 행위자

주요 위반 사항

’19.7.

204,600,000

British Airways

제32조

’19.7.

110,390,200

Marriott International

제32조

’19.1.

50,000,000

Google

’20.1.

27,800,000

TIM

’19.10.

18,000,000

Austrian Post

제5조 1항, 제6조

’19.10.

14,500,000

Deutsche Wohnen SE

제5조 1항. 제25조

’19.1.

9,550,000

1&1 Telecom

제32조

’19.12.

8,500,000

Eni Gas e Luce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1조

’20.3.

7,000,000

Google

제5조, 제6조,
제17조

’19.12.

3,000,000

Eni Gas e Luce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1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표 2] 위반 유형별 누적 건수 및 부과액
번호

위반 유형

누적 건수(건)/%

1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부족

105

38.3%

111,001,868

23.7%

2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부족

63

23.0%

332,967,397

71.0%

3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원칙 미 준수

41

15.0%

16,086,665

3.4%

4

데이터 주체 권리 이행 부족

26

9.5%

7,964,397

1.7%

5

정보 의무의 이행 부족

15

5.5%

557,265

0.1%

6

감독 기관과의 협력 불충분

9

3.3%

55,511

0.012%

7

데이터 침해 통지 의무의 이행 부족

7

2.6%

177,125

0.038%

8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임명 부족

3

1.1%

111,000

0.024%

9

불충분한 데이터 처리 계약

2

0.7%

14,380

0.003%

10

감독 기관과의 불충분한 협력

1

0.4%

4,400

0.001%

11

데이터 침해 의무의 이행 부족

1

0.4%

286

0.000%

12

알 수 없음

1

0.4%

5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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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과징금 부과 현황

[표 3] 과징금 누적 합계 및 건수 상위 10개국 현황

△ 과징금 누적 합계 상위 10개국

△ 국가별 과징금 누적 건수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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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위반 조항별 과징금 부과 사례
분류

제
32
조

제
5
조
1
항

제
37
조

그
밖
의
조
항

국가/감독기구
영국
ICO
영국
ICO
독일
BfDI
네덜란드
AP
폴란드
UODO
프랑스
CNIL
프랑스
CNIL
독일
BfDI
오스트리아
dsb

날짜

과징금 부과액
(유로)

위반 행위자

’19.7.

204,600,000

British Airways

’19.7.

110,390,200

Marriott International

’19.1.

9,550,000

1&1 Telecom

9,000,000

UWV

645,000

Morele.net

’19.5.

400,000

Sergic

’19.7.

180,000

Active Assurances

20,000

Knuddels.de

18,000,000

Austrian Post

제5조 1항, 제6조

’19.10
.
’19.10
.

’18.11
.
’19.10
.

주요 위반 사항

제32조

독일
BfDI

’19.10
.

14,500,000

Deutsche Wohnen SE

제5조 1항. 제25조

네덜란드
AP

’20.3.

525,000

KNLTB

제5조 1항, 제6조

그리스
HDPA

’19.10
.

400,000

OTE

제5조 1항

스페인
AEPD

’19.6.

250,000

La Liga

제5조 1항, 제7조 3항

덴마크
Datatilsynet

’19.3.

160,000

Taxa 4x35

제5조 1항

스페인
AEPD

’20.4.

44,000

Vodafone España

제5조 1항

루마니아
ANS PDCP

’19.12
.

3,000

SC Enel Energie

제5조 1항, 제6조 1항,
제7조, 제21조

벨기에
BDPA

’20.4.

50,000

Proximus SA

제31조, 제58조,
제37조

독일
BfDI

’19.12
.

10,000

Rapidata

제37조

크로아티아
AZOP

’20.3.

20,000,000

은행

제15조 3항

폴란드
UODO

’19.3.

220,000

Bisnode

제14조

독일
BfDI

’19.9.

195,407

Delivery Hero
Deutschland

제15조,
제17조, 제21조

덴마크
Datatilsynet

’20.5.

6,700

JobTeam A/S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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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 및 이슈별 과징금 부과 사례
분류

글로벌
대기업

공공
기관

의료
기관

텔레
마케팅

직원
감시

국가/감독기구

날짜

과징금 부과액
(유로)

위반 행위자

주요 위반 사항

프랑스
CNIL

’19.1.

50,000,000

Google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스웨덴
Datainspektionen

’20.3.

7,000,000

Google

제5조, 제6조,
제17조

독일
BfDI

’19.12.

51,000

Facebook

제37조 7항

불가리아
CPDP

’19.8.

2,600,000

국세청

제32조

폴란드
UODO

’19.10.

9,380

공공기관

제28조 3항 및 제5조

아일랜드
DPC

’20.5.

75,000

아동 및 가족문제 기관

제5조 및 제6조

스웨덴
Datainspektionen

’19.8.

18,630

학교

제5조 1항, 제9조, 제35조,
제36조

네덜란드
AP

’19.6.

460,000

The Haga hospital

제32조

포르투갈
CNPD

’18.7.

400,000

Centro Hospitalar
Barreiro Montijo

제5조 1항, 제32조

아이슬란드
Persónuvernd

’20.3.

20,600

National Center of
Addiction Medicine

제5조 1항과 제32조

이탈리아
Garante

’20.1.

27,800,000

TIM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이탈리아
Garante

’19.12.

11,500,000

Eni Gas e Luce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1조

프랑스
CNIL

’19.11.

500,000

Futura Internationale

제21조 2항, 제31조

네덜란드
AP

’20.4.

725,000

익명 업체

제5조, 제9조

700,000

LGS Handling Ltd,

100,000

Louis Travel Ltd,

2000

Louis Aviation Ltd

키프로스
Cypriot SA

’19.10.

제6조, 제9조

프랑스
CNIL

’19.6.

20,000

Uniontrad Company

제5조 1항, 제12조,
제13조, 제32조

루마니아
ANSPDCP

’19.10.

2,500

Uttis Industries SRL

제5조 1항, 제6조,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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