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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법인 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은 사

용자에 한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를 충실히 보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한 거래의 매개체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폭넓게 인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한 두

텁게 인정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처리에 한 동의의 진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의 범 에 한 해석이 모호하다.더군다나 노동

법제 내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체를 목 으로는 규정들이 거의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에 한 오남용을 막을 제도가 갖추

어져 있지 않다.이러한 근로자들의 종속 지 에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힘의 불균형까지 더해져 근로자들은 이 의 열 에 처하

게 된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방법으로 먼 행 개인정보보

호법제 내 규정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에 용시켜 보았을 때

개인정보수집 당시의 목 외 사용 지 등 실체 인 내용과 차 인

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 성격으로 개인정보 근권은 근

로자들에게 유용한 면이 있다.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로 노동

조합 가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노동 계 측면을 반 하지 못한 과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어떤 주 평가 없이 자동으로 처리해 버리는

사 자원 리시스템 그리고 거짓말 탐지에 해서는 련 규정이 미

비한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그 외 자노동감시는 그 수단이 은

하며 시공간을 월하며 결과물이 인격과 한 계가 있을 수 있

고 재가공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에 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지만 역

시 이에 한 독자 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련 법률로서



ii

CCTV등 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이

메일의 감청에 해서는 ｢통신비 보호법｣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컴

퓨터 사용기록 내용물 열람에 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

보보호에 한 법률｣을,GPS와 자태그를 이용한 치추 과 연 해

서는 ｢ 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한 법률｣을 용하게 된다.하

지만 해당 법률들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목 으로 하지 않기 때문

에 그 용범 에 한계 을 노출한다.

노동법제의 역으로 들어와서는 새롭게 심을 기울어야 하는 분야

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분쟁 사례가 없지만 근로자의 과도한 SNS사

용에 한 징계의 정당성 문제를 들 수 있고 좀 더 보충해야 할 역은

｢근로기 법｣상 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의 개인정보 리의무를 꼽을 수

있다.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임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를 임받아 리인으로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참여 력증진

에 한 법률｣상 노사 의회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문제 으로 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산업안 보건법｣상 제출해야 하는 근로자의 건

강진단 결과표에 업무와 련이 없는 일반질환과 유 정보까지 포함되

어 있어 사회 편견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염려되며,알코올

약물검사에 한 규정이 없다는 ,그리고 ｢ 견근로자보호 등에 한

법률｣에서 견사업주의 직무와 련하여 비 설 지 규정이 없는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비 을 보완하기 한 입법론으로 먼 행 ｢개인정보보호

법｣내 노동편을 신설하여 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속성이 인정되는

입사지원자와 퇴직 근로자까지 노동편의 용 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보강하여야 한다.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수집 이용의 정당성 요건으로 인정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 으로 해석하기 해 사용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해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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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자노

동감시에 해서는 수단 측면에서 비례성 원칙의 구체 인 내용인 보

충성 원칙을 규정하여야 하며 우편물에 그치고 있는 검열의 개념 등도

확장하여야 한다.만일 사용자가 불법 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한 거부권을 가져야 하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은 지되어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면책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원회,행정자치부

장 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감독 침해구제기능을 독립된 문

기 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외 노동법제 내에서는 ｢

근로기 법｣의 취업규칙의 필요 기재사항과 ｢근로자참여 력증진

에 한 법률｣의 노사 의회의 의사항에 노동감시 등 근로자의 개인

정보처리와 개인정보 근권에 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

다.그리고 앞서 지 한 ｢산업안 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

에 업무와 련 없는 건강정보의 달을 지시켜야 한다.

이상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기존 법률의 해석론과 새로운 입

법론의 지침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범 는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지휘의 역에 국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수집 등 그 처리가 근로자의 해당업무

와 필연 으로 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근로자 개인정보,근로자 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

보자기결정권, 자노동감시

학 번 :2006–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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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I.연구의 목표

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편화된 정보라도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

다.그리고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하던 신상정보와 업무 련 정보뿐만

아니라 자감시장치를 통하여 획득되는 정보까지 근로자의 정체성은

드러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한 그 외의 의학기

술의 발달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근로자의 질병에 한 정보와 유 자

정보를 악할 수 있게 하 다.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는 사용자와 근

로자 양자 모두에게 필요한데 를 들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맞는 보직 발령을 해 자격증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

는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을 해 가족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그리고 CCTV나 지문 등의 생체정보인식기기 등을 이

용한 시설 리도 범죄 화재 방 등을 해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

다.그러나 자감시수단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근로자

의 개인정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노무지휘권과 시설 리권의 행사 범

를 벗어나 오남용될 경우 우리 노동법은 이를 막을 효과 인 규정을 갖

고 있지 못하다.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는 사생활보호에 한 규정

으로는 ｢근로자참여 력증진에 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제20조( 의사항)제1항에서 노사 의회의 의사항으로 제14호 “사

업장 내 근로자의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그 외 ｢

근로기 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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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사업 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

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사생

활의 비 과 자유의 보장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보호 규정이라고

설명되거나1)기숙사에서의 생활은 근로시간 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

자로부터 일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규정일 뿐이

다.2)그 외 노동법에는 근기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와 제42조(계약 서

류의 보존),그리고 ｢산업안 보건법｣제43조(건강진단)등에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규정이 산재하여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

보처리의 근거 명문이 될 뿐 실제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 으

로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를 한 노동법의 부재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보호를 노동 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개인정보법제에

맡기게 하고 있다.개인정보법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

인 ｢통신비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

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그리고 ｢ 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

에 한 법률｣(이하 ‘치정보법’이라 함)이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의

개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를 규제하고 있다.｢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함)은 본래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아니지만 유 정보에 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는 등한 사인(私人)과 사인(私人)간의 계를 제로 함을 알 수 있

다. 표 인 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의 정당성

요건으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정보

주체)의 동의를 기본 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근로자의 동의 규정

1)한국법제연구원,｢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국가인권 원회,

2013,p.10.

2)노동법실무연구회,｢근로기 법주해(III)｣,박 사,2012,p.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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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종의 만능열쇠처럼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를 정당화해 주

고 있다.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달해도 되고(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본래 목 외

로 이용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범 를 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도

된다(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사상과 신념,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등 사생활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도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만 있으면 사용자는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동법 제23

조 제1호)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번호(동법 제24조 제1항 제1

호)도 처리할 수 있다.이 듯 정보를 거래의 객체로 보아 양 당사자가

등한 계에서 의사표시의 하자 없이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이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본래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처

리에 해 지극히 사법(私法) 인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는 일종의 권력이다.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힘은 강해진

다.상 방이 나에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보의 주체가

상 방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불안

감에 스스로 축되고 자신을 검열하게 만든다.여기에다 사용자와 근

로자 간의 종속 계에서 오는 지 의 우열은 이러한 정보 비 칭에서

비롯되는 불평등함을 더욱 심화시킨다. 한 사 (全社的)자원 리시

스템(EnterpriseResourcePlanning,ERP)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물 자원으로 환원시켜 최 의 로그래 으로

최 의 노동생산성을 산출하고자 한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종속

성을 심화시키고 노동통제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해 끊임없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축 하고자 한다.사용자의 정당한 노무지

휘권과 시설 리권을 해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가 인정되면서도 근로

자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 보호를 해 그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식은 당연히 근로자가 가지는 개인정보에 한 권리의 근거와 구체

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입법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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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지침에 해서 논의하게 되었다.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이

러한 두 가지 힘의 불균형 계,즉 정보의 비 칭 상황과 노동의 종속

계라는 첩되는 계를 우리 노동법은 제 로 처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다.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의 정당

성 요건으로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경우 명백하게 근로자(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때에는 동조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동의

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다만 단서로 그 개인정보수집 이용이 사용

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련’이 있고 ‘합리 인 범 ’를 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종속 인 지 에 있는 근로자가 채용과 퇴직을 포

함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처리 요구를 불응

할 수 있을까?사용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근

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오남용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하

는 의문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노동법에 제 로 된 보호 규정이

없고 행 개인정보법제는 입법 목 으로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함”에도 불구하고 사인과

사인 간에 개인정보의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함에 따라3)고용의 종속

계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지 의 불균형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 부와 고용노동부가 2012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

무편｣(이하 ‘정부 인사노무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발간하 지만 이는 ｢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주체에 근로자를,개인정보처리자에 사업주를

치환한 것에 불과하여 노동법이 지향하는 규범주의 성격에는 맞지 않

는다.｢개인정보보호법｣의 사법 인 성격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를 추상 인 인격으로 악하지만 노동 장에서의 근로자는 구체 인

3) 량유출로 사회문제화 된 주민등록번호만 외 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유무와 계없이 법령에 의

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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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실무지도의 성격으로 사용자

에 한 강제력이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 지 와 정보 격차라는 이 의 우열 계

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방법으로는 일단 행 개인정

보보호법제와 노동법의 명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개별 법률의 규정을

문제되고 있는 상황들에 용하여 보고 흠결이 발생한다면 국제기구의

지침들과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를 참조해 보아야 한다.결국 해석론으

로 문제 들을 해결하되 그 한계에 도달한 역은 새로운 입법론을 제

시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본 논문은 이 의 열 에 처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분쟁 시 용되는 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노동

법의 규정을 입법목 에 부합하는 해석론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입법론으로 보충할 지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해석론에 있

어서의 원칙과 입법론으로서의 보완 은 국제기구인 OECD와 EU의 개

인정보보호지침과 독일, 랑스,일본,호주의 입법례를 참조한다.

II.국내 선행연구에 한 검토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단독 인 연

구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한 연구가 심을 이루었다.기존 문헌에 한 분석으로는 2010년 국가

인권 원회가 발간한 ｢정보인권 문헌분석연구｣가 표 으로,이 보고

서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침해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종합하여 ‘정보인

권’이라 통칭하고 정보인권의 연구 분야로 ①정보 라이버시,②정보

근,③온라인상의 표 의 자유,④정보문화향유라는 네 역으로 분류

한다.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는 ①정보 라이버시와 하게

련되어 있다.문헌의 주된 내용을 보면 건강정보,유 자정보,신용정

보,범죄정보, 치정보,사회복지정보 등과 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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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CCTV,직무감시,비 촬 , 자태그(RFID)등의 문제를

제기하 다.4)그 외 개별논문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라이버시권 침

해에 한 헌법 분석과 외국입법례의 소개가 주된 경향이었으며,

자노동감시에 해서는 실태조사와 그로 인해 침해되는 헌법상의 기본

권에 한 논의가 다수 다.5)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부분의 문헌들은 2011.3.29.

제정되어 2011.9.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담지 못

해 폐지된 구법인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이나 용

상과 수단의 범 가 한정되어 있는 ｢통신비 보호법｣과 치정보법을

심으로 서술된 한계가 있다.그리고 자노동감시에 한 실태조사는

보고서 형식으로 그 폐해를 소개하는데 그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이 침해하는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무엇인지와 구제방법에

해서는 상술하지 않고 있다.

4)고려 학교 산학 력단 정부학연구소,｢정보인권 문헌분석 연구｣,국가인권 원회,

2010,p.22.

5)근로자의 개인정보수집과 자노동감시에 해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는 라이

버시권으로 근한 문헌으로는 김태정,“근로자의 사생활․비 자유에 한 연구”,

성균 학교 학원 법학과 박사학 논문,2004;권 설,“사용자의 근로자 이메일

감시와 사업장에서의 사생활권”,｢개인정보연구｣제2권 제1호,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이희성,“작업장 내에서의 자메일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라이버시

보호”,｢비교사법｣제10권 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2003등이 있고 인격권의 측면

에서 근한 문헌으로는 하경효,“새로운 근로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 문제”,

｢노동법학｣제18호,한국노동법학회,2004;하경효․ 윤구,“ 자장비를 이용한 근

로감시․ 찰에 따른 법 문제”,｢고려법학｣제41권,고려 학교 법학연구원,2003;

윤구(2012),“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Ⅰ)”,｢노동법연구｣제33

호,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2012; 윤구(2014),“근로감시의 한계에 한 법

규율에 한 연구”,｢노동법학｣제49호,한국노동법학회,2014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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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개인정보 등의 정의

I.개인정보 등의 개념과 종류

본문에서의 논의를 해서는 제로 개인정보 등의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1차 으로 국내 법률과 국제기구 지침 외국 법률의

정의 규정을 심으로 알아보되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개념에 해서는

학술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가장 심인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우리 노동법에는 개

인정보에 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

법｣의 정의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동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비록 정보가 편 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한다면

개인정보로 인정된다.하 심 례를 보면 휴 화 번호 뒷자리 4자리

도 휴 화가 보편화되면서 뒷자리 4자리만으로도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용자의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

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6)살아있는 개인이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법

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그리고 이미 사망하 거나 실

종신고 등 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한 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일률 으로 단할 수 없기에 개인정보의 종류와 개별 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련되는 정보의 종류와 형태는 제한이 없어 문자,

6) 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8.9.선고 2013고단17 결 [무고․개인정보보호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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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일반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화번호,생년월일,이메일 주

소,ID/PW,가족 계 가족구성원의 정보,IP주소

신체

정보

신 체 얼굴,지문,홍채,음성,유 자정보,키,몸무게

의료/
건강

건강상태,진료기록,신체장애,장애등

정신

정보

기호/
성향

도서․비디오 여기록,신문․잡지 구독정보,여행 등 활

동내역,인터넷 검색내역

신념/
사상

종교 활동내역,정당․노조 가입 여부 활동내역

재산

정보

융
소득정보,신용카드 번호 비 번호,통장계좌번호 비

번호,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축내역

신 용 개인신용 평가정보, 출․담보설정 내역,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

정보

교 육 학력,성 ,출석상황,자격증 보유내역,상벌기록,생활기록부

범죄 등 과․범죄기록,재 기록,과태료 납부내역

근 로 직장,근무처,근로경력,상벌기록,직무평가기록

음성,부호, 상 등도 될 수 있다.개인정보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사

람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포 정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

이어서 모호하다.따라서 개인정보는 역으로 다양한 시와 이를 분류

한 범주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쉽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서는 동법 제23조에서 구체 인 종류를 열거하

고 있으나 일반 개인정보에 해서는 시 는 열거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 인사노무가이드라인은 구체 인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를

시하고 있다.7)

<표.1>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7)행정안 부․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2012,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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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 신 통화내역,인터넷 속내역,이메일,문자메시지

치 IP주소,GPS등에 의한 개인 치정보

병 역 병역여부,기간,군번,계 ,근무부 ,주특기

화 상 CCTV등 상매체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개인정보 에서는 자신 외에 남에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생활에

한 정보이거나 그것이 밝 지면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되는 정

보가 있다.그러한 시로는 개인의 사상,신념,종교,건강정보와 성

정체성,노동조합 특정 정당의 가입 여부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하며 정보의 력 때문에 부분의 국

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종류를 나열하며 원칙 인 수집 지를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도 원칙 으로 민감한 개인정

보의 처리를 지하되 정보주체에게 일반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민감한

개인정보 자체에 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 으로 허용하고 있다.EU의

1995년 지침의 경우8)제8조에서 허용 요건으로 노동법 분야에서 사용자

의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는 “사

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정치 견해,건강,성생활 등

에 한 정보,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개인정보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8조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유 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 정보와 ｢형의 실효 등에 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건강에 한 정보의 개

8)1995년 발표되었고 정식명칭은 ‘1995년 EU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개인보호와 개

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지침(Directive95/46/EC on theprotection of

individualswith regard totheprocessing ofpersonaldataand on thefree

movementofsuchdata)’이다.이하 ‘EU의 1995년 지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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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정보’의

정의가 있다.｢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6호는 보건의료정보를 “보건의

료와 련한 지식 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 상 등으로 표

된 모든 종류의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2003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민감한

정보에 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이유에 해서는 민감한

정보를 정의내릴 경우 그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9)

이는 OECD의 1980년 지침의10) 향을 받은 것 같다.OECD역시 1980

년 지침에 수록된 해설서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분류는 그 개방성과

개인 인 련성을 확보하기 해 시가 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다

만 일본은 구체 인 가이드라인으로 ‘고용 리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지침’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로서 병력,소득,가족 계를 들고

있다.

여기서 쟁 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나오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들을 열거조항으로 볼 것인지 시조항으로 볼

것인가이다.제23조에 반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제71조

(벌칙)제3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

해지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종류를 열거조항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열린 구

조이듯 민감한 개인정보도 한정 으로 해석된다면 시 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며,소속된 사회 는 집단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은 가변

이다.반면 일반 개인정보보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민감한 개인정

보에 한 처벌 규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민감한 개인정보

9)장화익,“근로자 개인정보보호 입법동향 등과 시사 (1)”,｢노동법률｣제187호,

앙경제사,2006,pp.102～103,p.108.

10)1980년에 발표되었고 정식명칭은 ‘OECD의 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외이

에 한 지침(OECD GuidelinesontheProtectionofPrivacyandTransborder

FlowsofPersonalData)’이다.이하 ‘OECD의 1980년 지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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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에 한 시행령의 규정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사생활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라는 단서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 나지 않는다고 단된다.

열거되지 아니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출신지역으로

우리 사회에서 출신지역은 엄연히 차별 이유 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

다.이에 ｢고용정책기본법｣은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서 채용

시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

고용정책기본법｣제7조를 반하더라도 아무런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따라서 출신지역도 ｢개인정보보호법｣제23

조 민감한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용자가 법령에 어 나게

해당 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벌규정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OECD와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나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

해 사회 손실이 심해지자 2013년 8월 6일 별도로 제24조의2를 신설하

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고유식별정보’의 정의를 보

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하여 부여된 식별번호로

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요건

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요건과 동일하나 제24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

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 성 확보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 해서는 제24조의2제1항에서 정보주체

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과 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거나 정보주체

는 제3자의 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하여 명백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처리를 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의 인사노무가이드라인은 채용 형단계에서는 입사지원자에 해

수집할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채용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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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정보로 입사지원자의 본 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 것

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고령자 등을 우 하기

해 수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는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한 것

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그리고 아동․청소년 련 교

육기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해서는 성범죄 과를 조회하기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제56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11)사용자는 자격증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될 경우에는 뒷자리는 가림 처리하여 발 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정치 성향이나 가족의 직업,키․몸무게와 같은 신체정보 등 직무와

무 한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되며 자기소개서 등에 이런 내용들을 기

재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이런 개인정보로 식별되는 자를 ‘정보주체’라고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은 제2조 제3호에서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EU의 1995년 지침은 부연설명으로 “특별히 ID번호나 개인의 신체,심

리,정신,경제,문화 특징 는 사회 신분에서 하나 는 그 이상

을 참고하여,직․간 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제2

조(a)).비교해서 ILO의 1997년 실무지침은12)정보주체란 용어 신 근

로자(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근로자의 정의를 “ 직 는 직

근로자와 입사지원자”로 규정한다. 직 외에 직 근로자와 입사지원

자를 포함하는 이유는 퇴직 후의 개인정보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개인정보도 노동 계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공, 장,

11)정부의 인사노무가이드라인에는 련 법 제44조 제3항이라 설명하나 련법이

2013년 6월 19일 면개정되어 제56조 제3항이 해당 내용이다.

12)1997년에 발표되었고 정식명칭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실무지침(Code

ofpracticeontheprotectionofworkers’personaldata)’이다.이하 ‘ILO의 1997년

실무지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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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등 처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 으로 개인정보 일을 운용하기 하여 스스로 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 ,법인,단체 개인”이라

고 정의한다.정보주체는 자연인에 국한되지만 정보처리자는 정보를 제

공받는 당사자가 법 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에 공․사법인과 단체까

지도 포함한다.그러나 실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과정에서 그 업

무를 실질 으로 하는 결정권자 아닌 내부 담당자가 있거나 그 과정을

탁받아 시행하는 자가 있다.이를 정보처리자와 구분하기 하여 ｢개

인정보보호법｣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가 안 하게 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개

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

보취 자’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2호에서 “개

인정보의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 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

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 기,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 ”라고

규정하고 있다.즉,수집부터 시작하여 이용, 장,제3자로의 달,삭

제 등 개인정보와 련한 모든 행 를 일컫는 말이다.그러나 ‘처리

(process 는 processing)’는 때때로 EU의 1995년 지침 등에서 ‘수집

(collection)’과 병기하여 사용하여 수집 외의 개인정보 련 행 를 의

미하기도 한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음의 목 에 반하여

정보주체가 이 을 승낙하지 않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달한다면 무

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따라서 OECD와 EU의 개

인정보보호 지침과 국내법은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서도 제3자

의 범 획정이 문제될 수 있다.만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한 건강진

단기 에게 사용자 는 근로자의 가족이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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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람이나 송부를 원할 경우 그들이 제3자인지가 정해져야 건강진단

기 은 진단결과를 바로 달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의 요건에 맞추어

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7조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한 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제3자의 정의

는 범 에 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참고로 EU의 1995년 지침

은 제3자를 ‘정보주체,정보처리자,그리고 정보취 자로부터 정보를 처

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자연인,법인,공기 ,정부기 기

타 단체’라고 정의한다.따라서 EU의 1995년 지침을 기 으로 보면 건

강진단기 에게 근로자의 사용자와 가족은 제3자이다.사용자가 근로자

로부터 건강검진의 결과를 수령할 권리가 있고 근로자의 가족은 근로자

와 매우 한 사이이지만 건강검진기 은 근로자의 본인의 동의 등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항의 요건을 수하여야 한다.

II. 자노동감시의 개념과 수단

근로자 개인정보의 주요한 수집방법으로써 자노동감시가 부각되고

있다.국내 법제에는 개인정보와는 달리 자노동감시에 한 규제 법

령이 없어 정의규정을 찾을 수 없다.이에 하여 국가인권 원회의 보

고서는 ‘사업장의 자감시’를 “사용자가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근로자의 작업과정은 물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각

종 정보를 수집․ 장․ 송․가공․분석하는 모든 행 ”로 정의하기도

한다.13) 통 인 노동감시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반면 자정보통

신기술의 진 발 에 힘입어 재의 노동감시는 시공간 으로 월

하며 감시의 장소 범 를 사업장 외의 일상생활까지 확 한 것이 특

징이다. 다른 정의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자노동감시의 요소

를 감시 상,감시수단,그리고 감시목 으로 분류한 다음에 자노동감

13)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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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 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노동통제

를 해 사업장 내외에서의 노동자들의 작업활동을 포함한 생활에 한

음성․ 상․컴퓨터 데이터․생체․ 치정보를 기록․취득․수집․송수

신․ 장․분석․가공하는 사용자의 일체의 행 ”라고 정의한다.14)국

제기구의 지침을 보면 ILO의 1997년 실무지침은 ‘감시(monitoring)’에

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 수단에 자 장치를 포함시켜 사실상 자

노동감시에 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동 실무지침 제3조 제3항은

“감시는 컴퓨터,카메라,비디오장치,음향장치, 화와 기타 통신기기

등의 수단과 같이 –단,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신원과

치를 악하는 다양한 수단 는 기타 감시방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상의 자노동감시의 개념을 나 어서 상 측면에서 보면 근로

자의 활동,음성, 상,작업하는 컴퓨터 데이터,생체정보, 치정보 등

을 객체로 하며 활동 측면에서 보면 그것의 수집뿐만 아니라 장,

송,가공과 분석까지도 아우른다.수단 인 측면은 특별히 구체 인

정의를 내리지 않는데 격히 발 하는 자정보통신기술을 고려하면

의의 정의를 내려 자노동감시의 개념을 오히려 한정지을 수 있는

험이 있어 보인다.다만 자노동감시를 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

통신비 보호법｣은 ‘감청설비’에 한 정의를 두어 발생할 수 있는 구체

인 사안을 비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8호를 보면 ‘감청설비’를 “

화 는 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다만, 기통신 기기․기구 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것 청각교정을 한 보청기 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것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14)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8),｢작업장 감시장치에 한 해외입법 경향과 정책 시사

｣,노동부,2008,p.7;김경화,“ 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고려법학｣제51호,고려 학교 법학연구원,2008,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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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방법과 범

선행 연구들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침해 양상과 침해받는 기본권의 성

격,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들을 평면 으로 나열했다면 본 논문은 ｢개인

정보보호법｣을 심으로 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를 입시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 들과 노동법제에서 근

로자의 개인정보와 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근로자의 개인정

보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지에 을 두어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개

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용자와 정보주체인 근로자 간

등성을 제로 한다는 에서 노동법이 시하는 양자의 종속성을 반

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 들이 나타나며 노동법제에서는 해당 내용의 본

래 목 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론에서도 그 한

계가 나타남을 지 하고자 한다.이런 문제 을 더 잘 드러내기 해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지침들과 독일, 랑스,일본,호주의 입법례를

비교법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그 후 련된 문제 들을 극복할 입법

론을 펼치고자 한다.

먼 제2장 제1 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

보주체 간의 등성이 나타나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들이

가지는 보호법익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외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거

래에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도 근로자

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 보호와 동시에 사용자의 거래(이용)의 상으

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을 지 한다.이러한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해서는 근로자가 가지는 개인정보에 한 기본권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에 해서 법원과 헌법재 소,그리고 학계에

서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라이버시권,인격권,독립된 기본권으로

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각기 주장되고 있다.이 근로자의 개인정

보는 업무와 하게 련지어 보호되어야 한다는 에서 어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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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되 사용자의

이용에 한 권리도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2장 제2 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노동법이 없는 이

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인정보처리를

용시켜 보았을 때 해석상의 난 으로 동법에서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

정보처리를 범 하게 정당화시켜주는 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의 정당

한 이익이라는 구문에 해서 살펴본다.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

정보에 한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본래 수집목 외의 이용에 한 제

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3자 이 업양도 시 해석을 어떻

게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그 외 아 련 규정이 없어 순수하게 해석

론으로 풀어야 하는 생체정보수집이나 사 자원 리시스템,그리고

거짓말 탐지에 해서 논의한다.

제2장 제3 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서 과거와는 달리 자노

동감시가 부각됨에 따라 이에 한 특별규정이 필요하나 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이에 한 규정이 미흡하다. 자노동감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먼 살펴보고 행 법제에

있는 소수의 조문들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지,그리고 이에 한 미비 들은 무엇인지를 자노동감시의 수단과

연결되는 법률들을 심으로 살펴본다.즉, 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

보보호법｣과,이메일 등의 감청은 ｢통신비 보호법｣과, 산망을 이용한

근로자의 컴퓨터 사용기록과 내용물 열람은 정보통신망법과,GPS와

자태그를 이용한 치정보추 은 치정보법과 련하여 알아본다.

제3장은 노동법제 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련한 규정들을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최 한 보호하려는 시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용

시켜 본다.먼 제3장 제1 에서는 근기법에서 기숙사 규정을 시 변

화에 맞춰 본래의 의미 로 재해석하며 근로자 퇴직 후의 근로자의 개

인정보 보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근로자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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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장하고 싶을 경우 취해야 할 의무,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쟁 이 되지는 않았지만 호주에서 여러 시가 나온 근로자의 SNS사

용에 한 해고의 정당성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 제2 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직 인 법률의

규정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의 표인 노동조합 간 의인 단체교섭을

이용하는 방안에 해서 알아본다.노동조합이 어떤 원리로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를 수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개인정보에 한 열람 등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때 사용자는 이에 해

단체교섭상의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응해야 하는지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제3 에서는 그 외 련 노동법 내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정을 살펴본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는 노사 의회의 의사항

에 한 것으로 제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동법제

내 유일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정으로 거론된다.그러나 이

외에도 제9호 신기계․기술의 도입 는 작업공정의 개선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그리고 산업안 보건법 제

43조의 사용자의 근로자에 한 건강진단의무와 근로자의 수진의무에

있어서 건강진단기 이 사용자에게 달하는 진단결과표에 업무와 련

없는 질병 유 정보가 담겨 있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함을 지 한다.그리고 역시 법규에 없는 알코올 약물

검사가 이러한 건강진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외 근로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사례로 근로자 견과 직업소개의 경우 견사

업주 는 직업소개사업자에게 비 을 수할 것과 만약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설하 을 경우 어떤 처벌규정이 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제4장은 제2장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제3장의 노동법제를 검토한 결

과 미흡한 들에 한 입법론으로 제시한다.먼 제4장 제1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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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통신비 보호법｣, 치정보법,정보

통신망법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정들을 합쳐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 담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다.그럼으로써 법규 수범

자인 국민들의 법령에 한 근성을 높이고 각 법률들 간의 혼란스러

운 규정들을 정리할 수 있다.

제4장 제2 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내 별도로 노동편을 신설할 것

을 제안하다.구체 인 내용으로 노동편의 용을 받는 상의 확 로

직 근로자 외에 사용자에게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입사지원자나

직업훈련생,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그리고 열거주

의로 인정되는 동법 제23조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에 출신지역이나

치정보를 넣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정당성 요건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기 해 해석론

으로 제시한 근로자 개인정보의 업무 성과 사용자 이익의 비례성을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제시한다.비례성의 내용으로 수단의 보충성은

특히 자노동감시에 유용하기에 명문화하여야 하며 구체 인 입법안으

로 각국의 자노동감시에 한 법률 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다.

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법령의 요건에 어 나거나 업무와

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그에 한 거부권을 가지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과 근로자가 해고 등 징계의 불안감으

로 거짓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먼 부당한 개인정보를 요구하

기에 면책권을 가짐을 명시하고자 한다.그 외 행 ｢개인정보보호법

｣의 문제 으로 독립된 문 개인정보감독기 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해

야 함과 단체소송의 원고 격에 노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 하고

자 한다.

제4장 제3 은 기존의 노동법제 내 개인정보 련 규정들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라는 목 을 더하기 한 입법론으로 근기법의 취업규칙의

필요 기재사항과 근로자참여법상 노사 의회의 의사항에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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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을 추가할 것,그리고 ｢산업안 보

건법｣상 업무와 련 없는 검진결과를 사용자에게 달하지 말 것과 유

자검사 약물검사는 원칙 으로 지하되 외 으로 산업의학

문의 등의 확인을 받아 실시할 것과 이에 한 검사결과로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것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입법과 해석의 지침에 있어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근로자

의 개인정보처리는 근로자의 해당업무와 ‘ 한 연 성’이 있어야 한다

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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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보호법제내근로자개인정보보호의한계

제1 근로자개인정보보호법익의이 성격

I.개인정보처리의이 성격–인격 보호와상업 이용의객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지이므로 그의 인격과

하게 련이 있다.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거나 오

남용될 경우 정보주체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막 한 정신 피해

를 겪게 된다.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과정에서 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개인정보는 한 상업 이

용의 상이기도 하다.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처

리를 동의한 이상 오남용이 아닌 경우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

여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면

마 등의 목 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달할 수도 있다.따라서

개인정보는 무형재산으로서 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정보

주체의 에서 인격 보호의 필요성과 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상업

이용의 필요성은 갈등을 일으키며 만일 이를 입법 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입법례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을 두는 유형

과 개인정보의 이용을 동시에 요시하는 유형으로 나 수 있다.15)

자는 독일,호주,이탈리아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입법목 부터 라이

버시의 보호를 명시한다.가령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은 제1조에서 동

법의 목 을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를 방지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16)후자로는 캐나다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15)이창범,｢개인정보보호법｣,법문사,2012,p.5.

16)이창범, 의 책,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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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들 수 있고 국제기구의 지침인 OECD의 1980년 지침과 EU의

1995년 지침이 포함된다.특히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의 입법 모델

이 된 OECD의 1980년 지침은 명칭을 보면 ‘라이버시 보호 개인정

보의 국외 이 에 한 가이드라인(Guidelineson theProtection of

Privacy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으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동시에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의 이 을 보장하기 해

만들어졌다.17)EU의 1995년 지침 역시 명칭이 ‘개인정보처리에 한 개

인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지침(Directive on the

ProtectionofIndividualswithRegardtotheProcessingofPersonal

DataandtheFreeMovementofSuchData)’으로 동 지침은 목 으로

제1조 제1항에서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그리고 특히 개인정보처리와

련한 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이

러한 권리 보호를 이유로 각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거나 지할 수 없다”고도 명시하고 있다.18)일본의 개인정보보

호법도 제1조에서 목 으로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 에 따른 개인정보

의 이용이 히 확 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정한 취 에 한 기본

원칙과 정부의 기본방침의 작성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한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고,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책임 등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 하는 사업자가 수해야 하는 의무 등을 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19)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자의 유형으로

서 제1조에서 목 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17)이러한 배경으로 OECD가 회원국 간의 교류 증진을 목 으로 하는 성질의 단체

라는 을 꼽을 수 있다.OECD의 1980년 지침의 서문에는 본 지침으로 인해 부당

한 무역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Rosemary Jay,Data

protection:lawandpractice(4thed),Sweet＆ Maxwell,2012,p.8.

18)이창범, 의 책,pp.7∼8.

19)이창범, 의 책,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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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연계, 장,가공,편집 등 다양한 처리과정에서 일

어나는 양 이익의 갈등을 모두 입법 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그러기에

개인정보처리의 정당성의 기 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그

러나 동의 등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처

리자는 늘 법이 상치 못한 탈법행 를 지를 수 있으며 그 처리과정

에서 배제된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익 침해를 인식하기 어렵다.가령 사

용자는 근로자의 산업 장에서의 건강과 안 을 해 근로자의 진료기

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근로

자는 그 과정과 명확한 이유를 밝 낼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오남용

을 막을 해석의 지침이 필요하고 궁극 으로 양자의 이익 갈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해서는 양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련하여 가지는 기본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만

일 양자의 기본권의 성격에서 명확하게 우열 계가 성립하면 이익형량

의 방법으로 분쟁 사안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지 못하다면 다른 해석

의 원칙을 찾아야 한다.사용자가 근로자의20)개인정보에 해 가지는

권리의 근거로는 업의 자유,노무지휘권과 시설 리권을 들 수 있

다.21)입사지원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것은 업의 자유에 속하며,

노무지휘권은 계약 자유의 세부 내용인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에서

생된다.그리고 시설 리권은 재산권의 한 내용이다.이 게 사용자의

기본권이 인 자원과 물 자원으로 구분되어 업의 자유,일반 행

동자유권인 계약의 자유,그리고 재산권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의 자기 개인정보에 한 기본권은 그 종류에 해 아직 여

러 논의가 진행 이다.특히 법원과 헌법재 소는 이에 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 논의 인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20)이하 ‘근로자’는 입사지원자와 재직 인 근로자,그리고 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

의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21)하경효,앞의 논문,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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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종류로는 인격권,사생활의 비 과 자유 는 라이버시권,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다.

II.근로자 개인정보처리에 한 기본권의 다각 근

1.사생활의 비 과 자유 라이버시권의 근

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설명하기 에

먼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비 과 자유와의 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만일 통신의 비 과 자유가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일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규정이라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기 때

문이다.통신의 비 과 자유는 넓은 의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포

함된다는 통 인 견해와 독립 인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있다.

자는 헌법 제18조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 통신의 비 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기 해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본다.22)그러나 후자는 통

신의 비 과 자유는 업행 ,학술행 ,종교행 ,정치활동 등에서의

통신의 비 과 자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는 구분된다고 한다.23)본

논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인정보에 한 분쟁 사례를 볼 때

사생활의 비 과 자유 그리고 통신의 비 과 자유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을 맞추어 설

명하고자 한다.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주체인 근로자는 자신 바깥의 역으로

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먼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각각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면 사생활의 비

이란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 인 생활 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22)헌법재 소 2004.11.25.2002헌85[통신비 보호법 제2조 제7호 헌소원]결정.

23)정종섭,앞의 책,pp.6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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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한 방어 보호를 의미”하며,사생활의 자유란 “개개인이 자신

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구로부터 간

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24)사생활의 비 의 구체

인 내용으로는 사생활과 련된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을 권리(비

유지)와 성명․ 상․음성 등 개인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외부로

공개되거나 상업 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하는 것이라는 견해와25)언

론 등에 사 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허 사실 공표 등 오해를

유발하는 행 지,그리고 성명․ 상․경력 등 인격권과 불가분의

계에 있는 사항들의 리 사용 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견

해26)등이 있다.사생활의 자유의 구체 인 내용으로 헌법재 소는 ①

개인의 내 한 내용의 비 을 유지할 권리,②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③개인의 내심 역이나 성 역과

같은 내 한 역에 한 보호,그리고 ④인격 인 감정세계의 존 의

권리와 정신 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언 하고 있

다.27)특히 두 번째와 련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단으로서 의

새로운 기술이 목된 도청,도촬,감시 등이 문제가 된다.28)도청,도

촬, 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감시 등은 자노동감시의 표 인 행

태양이 된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서 사용자의 기본권과 근로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면 자연스 기본권의 사인효(제3자효)문제가 제기된다.만일

침해받는 근로자의 기본권이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이며 사인효가

용이 된다면,근로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근거로 사인인

사용자에게 부당한 정보처리의 단 등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24)정종섭, 의 책,p.623.

25)권 성,｢헌법학원론(개정 )｣,법문사,2010,p.454;정종섭, 의 책,pp.625∼626.

26)성낙인,｢헌법학(제13 )｣,법문사,2013,pp.636∼637.

27)정종섭,앞의 책,p.623,헌법재 소 2003.10.30.2002헌마518[도로교통법 제118

조 헌확인]결정.

28)권 성,앞의 책,pp.455∼456;정종섭, 의 책,p.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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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헌법상의 기본권이 일반 으로 사인효를 가지는가에 해서는 이

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해서는 사인효가 발

생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29)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역시 일반 원칙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과 질서유지,그리고 공공복리를 이유로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이런 일반 인 법률유보 외에도 표 과 언론

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 충돌할

경우 나온 이론 해결책 하나가 권리포기의 이론으로 사용자와 근

로자 간의 계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권리포기이론이란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자살자의 경우는 자신과 친족의 사생활에 한 내용을

비 로 유지하겠다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30) 만

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처리나 노동감시에 있어 묵시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해 버리면 근로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사

에 권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와 련하여 ILO의 1997년

실무지침 제5조는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의 제13원칙으로 근로자는 자신

의 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에 의하

면 근로자는 개인정보에 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를 강

요하여서도 안 된다.따라서 권리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근로자의 묵시

동의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를 해 정보주체인 근

로자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한 동의는 명시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 라이버시권은 흔히 혼용된다.그러나 라

29)계희열,｢헌법학( )(신정2 )｣,박 사,2007,p.401;권 성, 의 책,p.460;김철

수,｢헌법학개론(제19 정 )｣,박 사,2007,p.735;성낙인,앞의 책,p.635.김철수,

권 성,성낙인 교수는 기본권의 사인효에 하여 간 용설을 따르고 있으나

계희열 교수는 구체 인 상황에 따라 기본권의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획일 으로 직 효와 간 효를 정할 수 없다고 한다.

30)계희열,앞의 책,pp.402∼403;권 성,앞의 책,pp.461∼462;정종섭,앞의 책,

pp.6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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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는 엄격히 구분된다는 주장도 있는

데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라이버시권이 가지는 개념의 범 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이버시권을 의로 해석하는 견해는 라이버시

권이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 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며, 의로 해석을 하면 앞의 소극 권리에

더하여 ‘자신에 한 정보를 리․통제할 수 있는 법 능력’이다.여

기에 최 의로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뿐만 아니라 통신의 비 ,인격

권, 상권,성명권,명 권,주거의 자유도 포함한다.31)따라서 의로

해석을 하면 라이버시권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그 내용상 차이가

없다.

이러한 라이버시권의 혼란은 라이버시권의 발생국인 미국에서도

외가 아니어서 아직도 라이버시권에 한 개념은 유동 이라고 한

다.32)이 게 라이버시권의 범 가 넓은 이유는 라이버시권 개념의

출발지인 미국부터 그 개념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먼 라이버

시권의 연 을 보면 라이버시권의 개념의 확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라이버시권은 제일 처음 1880년 미국의 ThomasCooley 사가 민사

상의 손해배상에 한 서에서 ‘홀로 있을 권리(therighttobelet

alone)’이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이 시 라고 한다.그리고 1890년

에 Warren과 Brandise는 논문에서33) 라이버시권을 구체화하여 ‘라

이버시권은 진보된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 인 것’으로

설명하여 이때부터 라이버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착되었다고 한

다.34)

31)권 성, 의 책,p.452;정종섭,앞의 책,p.623.

32)김주 ․손형섭,｢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이론․ 례와 해설｣,법문사,2012,p.43;

DanielJ.Solove(2002),“ConceptualizingPrivacy”,CaliforniaLaw Review,Vol.

90,No.4,July2002,p.1088.

33)SamuelD.Warren& LouisD.Brandies,“TheRighttoPrivacy”,Harvard

LawReview,Vol.4,1890.성낙인 외,｢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입법평가｣,한국

법제연구원,2008,p.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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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미국의 연방 법원은 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으로 다음 두 가

지를 시하 다.하나는 ‘사 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을 이익’이며,다른

하나는 ‘자신과 련한 요한 결정을 독립 으로 내릴 수 있는 이익’이

다.35)후자의 보호법익을 보면 기의 라이버시권의 개념보다 확장되

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한 배경에는 1960년 이후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여 기존의 홀로 있을 권리 내지 사 인 생활에만

머물러서는 라이버시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발생하 기 때

문이라고 한다.그래서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라이버시권의 범 로 포

섭되었다고 한다.36)특히,Rosenbaum은 라이버시권을 ‘정보’의 역

까지 넓 라이버시권의 개념을 공간 라이버시권,개인 라이

버시권,그리고 정보 라이버시권으로 3분류하 다.공간 라이버시

권은 라이버시 개념의 시 인 ‘혼자 있을 권리’를 의미하며,‘공간 ’이

라 명명한 이유는 “사람의 집은 그의 성이다(aman’shomeishis

castle)”이라는 문구에서 착안하 다고 한다.개인 라이버시권은 신

체를 부당하게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신체 억압,즉 차

별이나 명 훼손,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한다.그리

고 마지막 정보 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으로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분배,남용 등

으로부터 정보주체를 지킬 권리이다.37)

미국은 공공분야에 해서는 라이버시법(PrivacyAct1974)을 제정

하 지만 민간분야에서는 기본법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여 히 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불법

행 법으로 구제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실제 그 구제는 충분하지 못

34)성낙인 외, 의 보고서,p.70.

35)Griswoldv.Connecticut381U.S.479(1965),성낙인 외, 의 보고서,p.121.

36)백윤철(2010),“일본에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세계헌법연구｣제

16권 제2호,국제헌법학회,2010,p.178.

37)Joseph I.Rosenbaum,“Privacy on theinternet:whoseinformation isit

anyway”,JurismetricsJournal,No.38,1998,pp.56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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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그 이유는 라이버시권을 인간의 존엄성 문제로 보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개인 재산과 연 하여 보기 때문이다.38)이에 따라 근로

자는 사용자의 시설이나 업의 비 등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고, 라이버시에 한 불법행 법론은 사용자가 재산권 시각

에서 노동감시의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39)

비교하여 륙법계열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헌법상 명문으로 라이버

시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각 일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생권으로 간주하여 라이버시권을 도출한다.40)이 경

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한 개인정보처리와 자노동감시를 라이버시

권의 에서 해결하는데 이때의 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비 과 자

유에 한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자신과 련한 요한 결정을 독립

으로 내릴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인격권의 근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침해를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는 라이

버시권의 침해로 본 시각은 양자를 일반 인 사인과 사인의 계로

악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본 사안을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은 한

계라는 시각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로 보는 견해가 있다.41)일반

으로 인격권이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별 기본권으로 자신

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 이익을 릴 수 있는 권리이다.개인정보와

련하여서는 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단이 공개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38)최상호,“미국에서의 근로자의 이메일 라이버시 보호”,｢비교사법｣제9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2,pp.280～281.

39)EugeneVolokh,“Tortlaw vs.Privacy”,ColumbiaLawReview,Vol.114,No.

4,2014,p.881.

40)이상명,“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근거에 한 고찰”,｢공법연구｣제36집 제

3호,한국공법학회,2008,p235,p.237;백윤철(2010),앞의 논문,2010,p.174.

41)하경효,앞의 논문,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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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의

하여 보장”된다고 시하 다.42)즉,개인정보에 한 권리의 근거를 사

생활의 비 과 자유와 동시에 일반 인격권에 두고 있다.

노동법에서 인격권이 요시 되는 이유는 노무제공은 근로자 자신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기에 노동에 한 기본권 침해와 인격권은 필연

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따라서 인격권을 노동법의

역으로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 두 가지라고 한다.

첫째,“근로자의 인격 이익의 옹호가 노동법학의 과제라는 것을 가시

화하는 문제제기 기능”이다.둘째,인격권의 개념이 추상 이기는 하

지만 개별 사례에서 인격권을 용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고 유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인격권의 정신 측면에는 “근로자의 개인

의 사상이나 신조와 련된 사항 그리고 근로자가 타인에 하여 감추

고 싶은 사 역을 부당하게 개입 는 침해를 받지 않을 이익”도 포

함되고 이는 근로자의 라이버시권과 동일하다.즉,사례별․유형별로

여러 특수한 인격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43)그 외 노동법에서

인격권이 필요한 이유로 인신과 노동의 불가분성 외에도 노무제공의 내

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 으로 결정된다는 속성상 인격권의 침해태양

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들기도 한다.그리고 사회의 복잡

다양한 발 에 맞추어 일반인의 권리의식도 향상되기에 인격권의 외연

확 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44)

42) 법원 2014.7.24.선고 2012다49933 결 [손해배상(기)].

43)강희원,“첨단 정보과학기술시 에 있어서 노동 찰 감시의 노동법 문제”,｢

디지털 경제시 를 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과제｣,한국법제연구원,2000,

pp.26～28.

44) 윤구(2012),앞의 논문,pp.140～142.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근거로 노동법상 인격권을 인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사생활의 비 등 헌법상 기

본권을 사법 계(私法關係)에 투 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해서는

노동 계를 사법 계에 한정시켜 해석한다는 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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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침해에 해 근로자의 인격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특히 자노동감시에 있어서이다. 자노동감시에 의해 수집

되는 개인정보들을 보면 근로자의 상정보, 치정보,생체정보,기타

이메일 컴퓨터에 장된 내용들이다.이런 개인정보들은 근로자들의

정체성을 바로 식별할 수 있을뿐더러 근로자들의 은 한 사생활이 바로

노출되는 것들이다.따라서 근로자의 인격과 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한 그 수단들을 보면 도난 방지를 한 X-ray검사기와 홍

채인식기 등은 모두 신체에 침습 이다.그러나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근로자들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거나 사생활과 결부되어 인격

과 한 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보다 일반 으로 근로

자의 개인정보의 성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인격권은 그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

3.독립된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

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단을 공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로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 인

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들고 있다.45)이 견해는 사생

활의 자유의 비 을 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사생활의 자유

와 비 의 개념을 확장하면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별도

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논의할 필요성은 없어진다.그러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 그리고 라이버시권의 개념이 가지는 유동성은 기본권의

용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만일 양 권리를 의로 해석하여 개인

의 사생활에 한 정보에만 국한을 시킨다면 노동 계에 포섭할 수 없

는 사안들이 발생하게 된다. 를 들어 사용자에게 업무의 격성을 증

명하기 해 제시하는 문자격증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이지만 오로지

45) 법원 2014.7.24.선고 2012다49933[손해배상(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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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에 한정된 정보는 아니다.그리고 근무장소가 개인 화 통화

등 사 인 생활이 되면서도 노무 제공이라는 공 인 생활도 이루어

지는 공간이라는 을 생각하면 자노동감시 한 순수하게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한 침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유동 인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는 라이버시권의 개념보다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에 한 독립된 기본권 개념의 확립이 필요하다.

헌법재 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구

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

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

용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한다.46)더불어 헌법재 소

는 같은 결정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는 “개인의 내 한 역이나 사사(私事)의 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

되지 않고 공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

함”된다고 한다.이로써 개인정보의 역은 사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나

공 인 부문에까지 확 되었다.그 다면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생권인지에 해서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에 한 법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의해 달라진다.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오로지 소극 인 자유권으로 보는 견해는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알 권리의 일종인 액세스(access)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생된다고 한다.

알 권리의 헌법 근거가 헌법 제10조이기 때문이다.47)좀 더 확장하여

46)헌법재 소 2005.5.26.99헌마513[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헌확인(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결정.이상명,앞의 논문,p.227.사안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주민등록을 해 열 손가락의 회 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

도록 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해 헌

법재 소의 다수의견은 지문날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과잉 지원

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기각하 고 소수의견은

법률유보원칙에 어 나며 과잉 지원칙에도 어 난다고 하여 헌 의견을 제시하

다.

47)김철수,앞의 책,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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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소극 인 자유권 성격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 을 제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 성격을 가지며,이를 보호하

기 해 청구권 인 성격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48)앞서의 법원

례도 같은 입장이다.49)그러나 헌법재 소는 앞의 결정문에서 의 학

설이나 법원의 견해와는 달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시 변화에

부응하기 해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열거되지 아니한 독립 인 기

본권으로 인정한다.50)다음은 헌법재 소의 해당 결정문의 내용이다.

인류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어들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

인 발 에 힘입어 종 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되

었고,이에 따른 정보환경의 격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

집․처리와 련한 사생활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가 미

의 심사로 제기되었다.

에 들어와 사회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차 확

되어 왔고,이에 따라 국가의 부에 한 국민의 기 도 격히

높아지고 있다.국가가 국민의 기 에 부응하여 복리증진이라는 국

가 과제를 합리 이고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국가에 의

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필요성이 증 된다.오늘날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은 행정기 의 정보 수집 리 역량을 획기 으로 향

상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와 같이 오늘날 국민이 부행정의 역에서 보다 안정 이

고 공평한 우를 받기 해서는 정보기술의 뒷받침이 필연 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48)권 성,앞의 책,p.453.

49) 법원 2014.7.24.선고 2012다49933 결 [손해배상(기)].

50)헌법재 소 2005.5.26.99헌마513[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헌확인(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결정.



34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 일의 결합

을 통하여 여러 기 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 이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 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되었다.오늘날 사회는 개인의 인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 하게 타인의 수 에서 무한

로 집 되고 이용 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

게 되었고,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 역량의 강화

로 국가의 개인에 한 감시능력이 격히 증 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

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개인의 결정

의 자유를 보호하고,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 으로 훼

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 보장장치

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에 근거를 둔 일반 인격권 는 조문들과 동시에 헌법의 자

유민주 기본질서 규정 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각 기본권들 헌법원리들 일부에 완 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그 헌법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

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오히려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 기 로 하는 독자 기본권으로서 헌법

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요약을 하자면 국가는 사회 법치국가로서 국민에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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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율 으로 하기 해 국민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를 원

한다.과거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과 활용을 뒷받침하기 한 기술이 부

족했지만 지 의 정보통신(IT)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하 다.문제는 이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이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공유라는 이다.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 단이 배제되어 일

인 정보 수집과 보 이 가능하며(자동화),연결망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정보의 특징과 수요를 묻지 않고 정부기 간에 국민의 개

인정보를 공유하게 하 다.이를 통해 국가의 국민 개인에 한 감시기

능은 하게 증 하 다.따라서 자칫 남용될 국가권력에 해 국민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궁극 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해 헌법 장치가 필요하며 이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그 근거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 과

자유,헌법 제10조의 일반 인격권과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내용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을 완 히 포섭할 수 없

어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 인 기본권

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이런 견해는 2009.10.29.2008헌마257[형의

실효 등에 한 법률 제8조의2 헌확인]결정51)에서 동일한 논지로 재

확인되고 있다.52)

51)사안은 범죄 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로서,헌법재 소는 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

보와 함께 인 사항․죄명․입건 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을 보 하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한 법률｣제8조의2의 해당정보는 개인의 명 와 련되어 인격

주체성을 특징지어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피의자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는 해당하지만 과잉 지의 원칙에는 어 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 다.

52)다만 헌법재 소는 2005.5.26.99헌마513[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헌확인(주

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결정 이후 2개월 지난 2005.7.21.2003헌마282

[개인정보수집 등 헌확인]결정,일명 ‘NEIS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

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설시하여 논

리의 일 성을 결여하고 있으나 의 99헌마513결정의 취지를 번복한 것은 아니



36

여기서 헌법재 소의 결정문에 ‘국가’ 신 ‘사용자’ 는 ‘기업’을

치환한다면 노동법 분야에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독립 인 기본권

으로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를 변할 수 있다.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해 끊임없이 자본은 노동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그 통제의 방식 한

진화하여 왔다.헌법재 소의 결정문의 내용처럼 산업사회에서 정보사

회로 진입한 재 근로자들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업무량은 격히

늘어났다.근로자의 자율성도 늘어난 것 같지만 더불어 사용자는 효과

인 노동통제를 해 근로자들의 업무의 양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싶어

한다.53)과거 단순히 물리 인 감시에 그치던 감시 통제는 CCTV 등을

이용한 원격 인 시각감시와 사업장의 컴퓨터 서버에 장된 이메일 열

람 등 기술 진보에 힘입어 그 범 와 력이 히 증 하 다.

따라서 국가 못지않은 사용자라는 거 사인에 의해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자노동감시가 오남용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이를 막기 해서는 혼용이 없는 독

자 인 규범 효력을 가지며 사용자의 불법 인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와 자노동감시를 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청구권 성격을 가진 극

성격의 기본권이 성립되어야 한다.그리고 그것이 근로자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이다.비교법론으로는 재 각국마다 비 이 논의 인 유

럽연합헌법조약(안)도 제2편 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1장 존엄성 제II-7조

에서 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별도로 제II-8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독자 인 기본권임을 명문으로 밝

히고 있다.54)

며 2008헌마257결정에서 다시 한 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독자 인 기본권임

을 재확인하고 있어 99헌마513결정의 내용이 헌법재 소의 기본 인 견해라고

단한다.

53)장여경,“첨단기술과 작업장 감시 문제의 사회학 쟁 ”,｢디지털 경제시 를

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과제｣,한국법제연구원,2000,pp.35～36.

54)임규철,｢개인정보와 법｣,보명Books,2009,p.36.단,본 서의 본문에서 말하는

제6조와 제7조는 유럽연합헌법조약(안)제2편의 제6조와 제7조임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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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사안을 해결하기 해 인용되는 권리가 일반원칙으로 갈

수록 그 규범력은 약화된다고 단된다.사법상 분쟁에서 신의칙 는

권리남용이론이 최후의 보루이듯 기본권 논쟁에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인용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손쉬운 ‘일반원

칙으로 도피’는 추상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석에 이론(異論)이

많고 법규범의 안정성을 확신할 수가 없다.따라서 노동법상의 인격권

논의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한 인격 종속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면

이 있지만 더 구체 인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 기본권을 우선시

해야 한다.그 다면 구체 인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는 라이버시권을 인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양자는 사실상 의

는 의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 범 에서 큰 차이가 없다.일단 우

리 명문에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명문에 존재하

지 않는 라이버시권을 인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먼 좁은 의

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근로자 개인정보의 공 인 역과 사 인

역의 첩 상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그 다고 사

생활의 비 과 자유를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규범의 외연이 명확하

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에서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헌법의 성

격상 그 조문의 해석은 개방 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의 범 가 유동

이라면 일 된 해석이 어렵다고 단된다.따라서 단일한 개념을 지니

고,헌법상의 이론으로 도출해 낼 수 있으며,방해제거 방을 청구

할 수 있는 극 권리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근로자의 침해받

는 기본권으로서 타당하다.그 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도출 근거

로 인격권 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

소의 설시 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열거되지 아니한 독

자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에 해 생각해 보면 의 기본권들과 분리

되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상 독자 인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럽헌법조약(안)은 각 편마다 개별 으로 조문순서가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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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독립 권리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그 발

으로 세부 인 권리의 내용들이 도출되어야 한다.그 자기결정권을

실 하기 한 수단 성격의 권리가 바로 개인정보 근권이다.개인정

보 근권의 주요 종류로는 ①익명권,②수집제한청구권,③정보처리 지

청구권,④정보열람청구권,⑤정보정정청구권,⑥정보차단청구권,⑦정보

분리청구권,⑧정보삭제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권리들의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55)익명권 는 익명거래의 자유란 “정보주체가 국가․

기업․사인 등의 제3자와 온라인 교섭 는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수집

제한청구권이란 개인정보가 “정당한 수집목 을 하여,필요한 범 내

에서,공정하고 합리 인 방식으로,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 는 동의

아래 수집”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가 는 사용자가 불법 으로 개

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이에 해 거부할 수 있는 방어권 성격을 가

진다.정보처리 지청구권은 “기본 인 정보처리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의 정보처리를 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그 종류로 이용제한 청구권,시스템 공개청구권

등이 있다.정보열람청구권은 “타인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의 내용에 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에 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뜻한다.정보정정청구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에 한 정보

를 열람한 결과 정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 한 것일 경우 이에

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정보차단청구권은 “개인정보 제공

자가 정보보유기 에 해 자신의 정보에 한 일반인이나 그 밖에 권

한 없는 자의 불법 인 근을 지속 으로 막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정보분리청구권이란 “특정목 을 해 수집된 개인정

55)이하 각 권리들의 정의는 이상명,앞의 논문,pp.228∼233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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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다른 기 에서 다른 목 을 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 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마지막으로 정보삭제청구권은 “정보보유기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를 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56)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제5항에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며 동조 제7항에서는 익명처

리가 가능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이를 구체화시

킨 조항이 동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으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서 개인정보열람권을,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서 개인

정보정정․삭제권을,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

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ILO의 1997년 실무지침은 개인정보 근권을 노동 장에 합하게 해

석하는데 특히 근권의 용이성에 해 내용은 참고할 만한 하다.실무

지침 제11조 제4항에서 근로자는 통상의 근무시간 에도 자신의 개인

정보에 근할 권리를 가지며,57)동조 제7항에서는 개인정보에 근하

여 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58)그리고 동

조 제8항은 개인정보 리시스템을 검할 때에는 그 검이 끝나 근로

자가 개인정보에 근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와 고

용 계에 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9)근

로자가 개인정보에 근하여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

56)새로운 정보인권 하나인 ‘잊힐 권리(righttobeforgotten)’은 정보삭제청구권

을 발 시킨 것으로 의 정보차단( 는 정지)청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도

병행한다.European Commission,Proposalfora regulation ofthe european

parliamentandofthecouncilontheprotectionofindividualswithregardtothe

processingofpersonaldataandonthefreemovementofsuchdata,2012,p.33

57)ILO,Protectionofworker’spersonaldata:anILO codeofpractice,1997

commentary11.4.

58)ILO, 의 실무지침 commentary11.7.

59)ILO, 의 실무지침 commentary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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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고용 계에 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이

는 근로자에게 실질 인 개인정보 근권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만일 개인정보 근권이 제 로 행사되지 못하여 근로자가 불

이익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는 방어권을 가져야 한다.이를 규정한 것이

ILO의 1997년 실무지침 제11조 제11항 내지 제13항으로 동조 제1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그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진술 는 기록을 첨부할 권리를 규정하

고 있고,60)제12항은 재 에 한 개인정보의 경우,삭제 는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을 포함한 진술서를 개

인정보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1)제1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에게 개인정보처리과정이 법령,단체 약,취업규칙 는 기타 정책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차를 마련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62)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한 기본권의 제한의 일반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

질에는 개인정보 근권과 같은 청구권으로서의 극 성격과 동시에

국가와 다른 사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을 소극 성

격도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자유권 인 소극 성격에 근거하여 그 제

한에는 과잉 지의 원칙이 용되어 하며 제한법규에서 제한의 조건과

범 내용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 소는 2005.

7.21.2003헌마282결정 [개인정보수집 등 헌확인],일명 ‘NEIS(교육

정보 리시스템)사건’에서6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60)ILO, 의 실무지침 commentary11.11.

61)ILO, 의 실무지침 commentary11.12.

62)ILO, 의 실무지침 commentary11.13.

63)사안의 쟁 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생년월일 졸업일자 정

보를 교육정보 리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 가 법률유보원칙에 배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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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보 ․이용 등의 주체,목 , 상 범 등을 법률

에 구체 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개인정보의 종류 성격,수집목 ,이용형태,정보처리

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는 사생활의 자

유에 미치는 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

는 공익의 요성을 헤아려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와 자노동감시에 의해 근로자가 침해

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밝 야 하는 이유는 결국 사용자의 기본권과

근로자의 기본권 간의 충돌 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사용자와 근로

자 간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의 해결방법을 생각해보면 1차

으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률에

의하면 된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많은 규정들이 추상 이어서

개방 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라는 규범 목 을 한 해

석론이 필요하며,입법이 부재하거나 법률에 흠결이 있다면 역시 사용

자와 근로자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할 해석론이 필요하다.가령 CCTV

부와 행 가 정보주체(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는데,

헌법재 소는 모두 부인하 다.동 결정문에서 다수의견은 NEIS에 기록되는 개인

정보인 성명,생년월일,졸업일자는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 한 향

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하 다.그러나 소수 반 의

견(권성 재 )은 성명과 생년월일,그리고 졸업일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학

력정보는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이 요한 사회에서는 “정보주체의 인격상 추출에

단히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을 지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학력은

미묘한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단과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는 사항으로서 어느 단계의 어떤 학교를 언제 졸업하 는지

는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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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에 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 제한)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화장실,발한실(發

汗室),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히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CCTV 등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탈의실 등이 특정 소수가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특정 소수가 이용한다고 해서 탈

의실 등에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는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다.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으로 헌법이론에서는 입법의 자유 역이론,기

본권의 서열이론,이익(법익)형량의 원칙,규범조화 해석 등이 제시되

고 있다.그러나 입법의 자유 역이론은 독일의 이론으로서 실에서

당장 일어나고 있는 기본권의 충돌 상을 일일이 입법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비 실 이고,헌법은 명문상으로는 기본권 간의 서열을 두고 있

지 않다.따라서 주로 쓰이는 방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 해

석으로 귀결된다.64)

이익형량의 원칙이란 충돌하는 두 기본권을 서로 비교하여 그 이익이

보다 큰 것,즉 보다 요하거나 우월한 이익을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

하고 상 으로 열 에 있는 기본권은 유보한다는 것이다.다만,이러

한 이익형량의 원칙이 용되기 해서는 기본권 간의 계질서가 있어

야 한다는 제가 서야 한다.65)두 기본권을 비교하기 한 잣 는 학

자들마다 갈리는데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가 상

기본권 우선의 원칙이다.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 는 생명

권과 같은 기본권은 다른 기타 기본권의 뿌리로서 헌법 질서의 심이

라 할 수 있다.따라서 상 기본권과 하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상

기본권에 해서 우월한 효력을 인정한다.66)그러나 기본권의 우열이

64)성낙인,앞의 책,p.358.

65)허 ,앞의 책,p.276.

66)허 , 의 책,pp.276.이에 한 시로 헌법재 소의 결정례를 보면,헌법재



43

뚜렷한 경우보다 그 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다.이럴 경우에 용되

는 원칙이 ‘인격 가치우선의 원칙’과 ‘자유 우선의 원칙’이다.인격

가치우선의 원칙은 인격 가치를 보호하는 기본권과 재산 가치를 보

장하는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인격 가치를 가진 기본권을 먼 보호

한다.그리고 자유 우선의 원칙은 자유를 실 하는 기본권과 평등을 구

하는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자유 실 의 기본권을 우 에 둔다.67)

다른 주요한 해석원칙이 규범조화 해석론이다.규범조화 해석

론은 두 기본권이 충돌하더라도 어느 한 기본권을 희생시키지 않는 동

시에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충돌하는 두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이

최 한 나타나도록 조화시키고자 한다.이익형량의 원칙과는 달리 기본

권 간의 우열을 제하지 않는다.규범조화 해석은 헌법이 보호하고

자 하는 기본권을 어떤 경우에도 최 한 실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

하며68)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상호 간의 긴장과 부조화를 최 한 완

화시켜 조화 인 효력을 나타내어 헌법의 통일성 에서 이익형량의

원칙보다 우월하다.그러나 어떻게 조화의 지 을 찾는가에 있어 난

이 있다.69)구체 인 방법으로 과잉 지의 방법, 안식 해결방법,그리

고 극단 수단은 배제해야 한다는 최후수단억제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

는데70)헌법재 소는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과잉 지의 방법을

많이 설시하고 있다.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계선은 두 법익이 가장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비례 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서 비례

이란 최소침해의 원칙과 방법의 합성 원칙,그리고 의의 비례 원

소는 2004.8.26.2003헌마457[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헌확인]결정에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 핵으로 하는 것이고 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

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흡연권보다 상 의 기본권이라 인정한 다

음,상하의 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한 경우에는 상 기본권 우선의 원칙

에 따라 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시하 다.

67)허 , 의 책,p.277.

68)계희열,앞의 책,p.127.

69)허 ,앞의 책,p.278.

70)허 , 의 책,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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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71)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 해석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두 방법 구체 으로 어떤 원칙을 용할

것인가는 학자들마다 상이하다.기본권의 서열이 없는 한국 헌법에서는

각 개인의 기본권 충돌은 결국 공공질서와 공공복리의 문제로 귀결됨으

로 이익형량의 원칙이 우선으로 용되어야 한다는 주장72)과 규범조화

해석을 우선 용하고,인공임신 처럼 규범조화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형량의 방법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73)두 방법의 우선순 없이 다각 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

다.74)헌법재 소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한 해결방법을 선택,종합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는 입장을 설시하 다.75)

학설로는 자노동감시 분야에 국한에서 볼 때 일각에서는 이익형량

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그 근거로는 자노동감시

분야로 인해 침해받는 기본권을 인격권이라는 상 기본권으로 보기 때

문이다.사용자의 법익과 비교형량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더 크다면 사

용자의 자노동감시는 제한을 받아야 하며 만일 사용자의 법익이 더

크다면 근로자는 자노동감시를 받아들일 수인의무가 발생한다.76)그

71)계희열,앞의 책,p.128.

72)김철수,앞의 책,p.416.

73)계희열,헌법학( )(신정2 )｣,박 사,2007,pp.128∼129.

74)허 ,앞의 책,p.279.

75)헌법재 소 2005.11.24.2002헌바95[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헌소원]결정.사안은 유니언 규정에 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조항으로서 헌법재 소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권리와 노동

조합의 극 단결권(조직강제권)을 충돌 사안으로 보았다.이 사안에 한 해결

방법으로 헌법재 소는 “이러한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 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 해석),법익형량의 원리,입법에 의한 선택 재량 등을 종합

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설시하 다.

76)하경효․ 윤구,앞의 논문,pp.73～74; 윤구(2014),앞의 논문,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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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익형량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기본권과 근로자의 기

본권 간에 뚜렷한 우월 계가 성립하거나 인격 가치 는 자유권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근로자의 침해받는 기본권을 인격권이라 할 때 사

용자의 시설 리권의 근거가 되는 재산권보다는 우월한 가치를 인정받

을 수 있다.그러나 사용자의 개인정보처리 는 정당한 범 의 자노

동감시(감독)의 근거를 근로계약상의 노무지휘권으로 본다면 근로계약

내용의 자유로운 형성은 일반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한다.일반 행

동자유권 역시 헌법 제10조에서 생된다.같은 헌법 제10조에서 생

되는 기본권 간의 우열 계를 인정하는 것은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 기

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못하다는 단 이 있다.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민감한 개인정보도 정보주체의 동

의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사상,신념,건강,성생활

에 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권과 한 련이 있

는데 근로자의 동의로 사용자가 인격과 한 개인정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법이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이유 즉,사용자

로의 인격 종속을 제어하기 함이라는 것과 상충된다고 생각된다.

사용자의 기본권과 근로자의 기본권은 항상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

로의 법익이 보호되는 범 내에서 최 한 조화롭게 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와 자노동감시에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

충돌은 규범조화 해석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용자의 정

보처리 자노동감시의 목 은 정당해야 하며(목 의 정당성),그 처

리방법과 감시수단은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신체에 침습 이지

않아야 한다(수단의 합성).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침해받는 근로자의

법익은 최소한이어야 하며(침해의 최소성),사용자가 이로 인해 얻는 법

익은 근로자가 침해받는 법익과 비례 이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를 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

제2항의 흠결 사항으로 특정 소수가 이용하는 탈의실 등에 상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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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수하기

하여 불가피한 경우

3.공공기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업무의 수행을 하

여 불가피한 경우

4.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정보주체 는 그 법정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 동의를 받을 수 없

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는 제3자의 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보면,범죄 방,시설안 ,화재

방 등의 시설 리권의 행사를 해 설치목 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

을지 몰라도 근로자의 사생활을 히 침해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시

설 리권 행사의 수단으로서의 합성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입는 근로

자의 피해가 막 하며 상 으로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이 근로자의

침해받는 기본권에 비해 크지 않아 그 설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제2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수집과 이용 등의 정당성

I.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요건

1. 범 한 근로자의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은 사용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해서는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수집 목 의 범 내에서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호 내지 제6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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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련이

있고 합리 인 범 를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법령을 근거로 하며,제5호의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계약

의 체결 는 채무의 이행을 한 행 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하는 경우가 많다.가령 채용 시 업무수행과 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과 이용은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입사 후 가족수

당지 을 해 동거하고 있는 가족 확인을 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

구 역시 근로자에게는 이득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제1호와 제6호로서 먼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인 근

로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반 개인정보는 물론 ｢개

인정보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에 의해 민감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

유식별정보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그리고 제18조(개인정보의 목 외

이용․제공 제한)제2항에 따라 수집 당시의 본래 목 외로 처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달할 수 있다.이 게 정보주체의 동의 하나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주체

의 동의는 마치 만능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

주체가 등한 사인 계라면 정보주체의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인정

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지 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용자보다 열 에 있기 때

문에 근로자의 동의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개인

정보보호법｣에 동의의 진정성을 담보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동의란

매우 차 인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된다.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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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기업과 소비자 등의 지 도 비 칭 이지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유지에 생존이 걸려 있는 근로자의 비 칭 지 야말로

형식 동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근기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근로

자 정의 규정과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제2조(정의)제1호의 근로자 정의 규정의 교집합은 바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는 것

이다.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고되어 생계를 유

지할 수 없거나 징계 는 승진 탈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처리가 부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게 동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노동

법학의 규범지향 성격에 어 난다.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제 측면

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함”을 목 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배된다고 단

된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담보할 방법이 되어야

한다.사용자와 근로자의 힘의 불균형을 인정하는 노동법은 양 힘의 균

형을 바로잡을 방법으로 2가지를 택하 다.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라는 사 자치에 법률이 최 근로기 을 설정하여 사용자에

게 그 기 을 지킬 것을 강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의 자치로서 근로자 집단에게 단결권과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교섭

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이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있

어서도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하나는 국가가 직 법률로 개

입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집

단 간에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해서 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먼

동의의 진정성에 국한하여 첫 번째 방식을 생각해보면 ｢개인정보보

호법｣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서 동의의 획득 방법에 해서 규

정하고 있다.그러나 제22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 사항에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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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고지의무(제1항)와 동의 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에 한 입증

책임 부담(제2항)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의 진정성에 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비교법 으로 보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인 ‘고용 리분

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지침’제2의 15.는 ‘본인의 동의’란 본인인 근

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용자에게 고용 리정보의 처리를 승낙하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사업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사업

의 성질과 고용 리정보의 처리방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와 련하여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리 이고 한 방법을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그리고 이러한 본인의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할 것을 권장하

며 근로자가 피후견인에 해당하여 고용 리정보의 처리에 한 동의능

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친권자 는 법정 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EU의 1995년 지침을 보면 정의규정인 제2조(h)에

서 ‘동의’란 “정보주체가 자신과 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 합의를

명확하고 상세히 알려주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즉,승

낙의 의사표시인 동의에는 ‘임의성’,‘명확성’,‘충분한 인식’이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77)그리고 제7조(a)와 제8조 제2항 (a)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각각 ‘모호하지 않아야’하며 ‘명확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제공의 익명화는 이런 동의의 진정성을 간 으로 확보하는 방

법이다.정보 제공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 기에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종류로서 익명권은 개인정보 근권과 더불어 요한

치를 차지한다.익명권 는 익명거래의 자유란 “정보주체가 국가․기

업․사인 등의 제3자와 온라인 교섭 는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

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8)｢개인

77)성낙인 외,｢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2008,p.720.

78)이상명,“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근거에 한 고찰”,｢공법연구｣제36집 제

3호,한국공법학회,2008,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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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제3조 제7항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입법례를 보

면 호주의 개정 연방 라이버시법(PrivacyAct1988)의 13원칙 제2

원칙은 정보처리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해 정보주체는 정보사항에

해 자신을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익명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다만,법률의 규정과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정보처리자가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79)

두 번째 방식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집단 교섭을 생각할 수

있다.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 등에 해 집단 교섭을 할 경우

실제 교섭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표하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 표에 의해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에 한 동의가 이

루어질 수 있는가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동의권이 일신 속

권리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에 한 사항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근로조건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2.불명확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6호는 개인

정보수집과 이용의 정당성 요건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79)비교하여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에 하여 홈페이지의 게시 에 정당

후보자에 한 지지와 반 의 을 게시할 때에는 실명을 확인하도록 구 공직

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에 하여 헌법재 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

소 2010.5.25.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결정 [공직선법 제82조의6제1항 등

헌확인 등].동 결정문에서 다수의견은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 ․ 화방에

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한 지지․반 의 을 게시하는 행

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역이라고 할 수 없

으며,실명인증자료의 보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 정보를 수집할 목 으로 규

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상으로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제한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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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단,제6호의 후문에 단서로서 “개인정보처

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련이 있고 합리 인 범 를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문제 은 개인정보처리자

인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의 범 에 한 해석이다.어디까지가 사용자

의 정당한 이익인지가 모호하다.사용자가 노무지휘권과 시설 리권에

근거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쉽게 침해받을 수 있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한 범 획정이 필요하다.

단서로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련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 ’인 범 내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하

지만 다시 상당한 련성을 갖추기 한 요건과 합리 범 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의 로는 업비 유출과 도

난 방지,사업장의 안 리 등을 들 수 있다.그리고 명백하게 사용자

의 이익이 우월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침해의 비교형량을 통해 단할 수 있다고 한다. 를 들어 업

비 과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을 특정

단어를 키워드로 하는 필터링 기술로 검열하는 것은 사용자의 업상

이익이 근로자의 사생활의 권리보다 우월하다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

을 사용하지 않고 감청을 하거나 스 이웨어 등을 이용하여 직 근로

자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사용자의 업상 이익이 근로자의 사생활

의 비 과 자유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하게 우선할 수 없

다.80)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6호의 기원

을 추 해보면 EU의 1995년 지침 제7조(f)에서 찾을 수 있다.지침 제7

조(f)는 정보처리자(사용자)는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과

80)이창범,앞의 책,p.132.



52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해서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다만,단서로서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 제한한다.그러나 역시 지침의 어디에서도 이 정당한 이익이 무엇인

지를 설명하는 규정은 없다. 랑스의 경우 ‘정보화와 일 자유에

한 법률(Loin°78-17du6janvier1978relativeàl’informatique,aux

fichiersetauxlibertés)’(이하 ‘정보화․ 일․자유법’이라 함)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동법 제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에 따라 정보처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

보를 정당하게 처리하기 해서는 개인정보 련자의81)동의를 기본으로

하되 외 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처리자가 법령을 수하기 한

경우,개인정보 련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한 경우,공공서비스 업무의

실행을 한 경우,개인정보 련자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 는 체결

이 의 조치를 한 경우,그리고 개인정보 련자의 이익과 권리,기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제 아래 정보처리자 는 정보수신자의

정당한 이익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

호법｣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의 정당성 요건은

랑스의 정보화․ 일․자유법의 법성 요건과 그 내용이 체로 동일

함을 알 수 있다.82)

그러나 조 으로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의 정당성

81) 랑스는 정보주체의 범 를 좀 더 넓 정보화․ 일․자유법 제2조 제5항에서

‘개인정보 련자’의 개념을 “정보처리의 상이 되는 정보와 련된 자”라고 정의한

다.이 게 그 개념을 확장하는 이유는 정보주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의 이해

련 당사자들에게까지 개인정보 근권을 수여하기 함이라고 한다.정재황,“ 랑

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연구”,｢공법연구｣제34집 제4호 제1권,한국공

법학회,2006,p.255.이럴 경우 근로자가 가족 계에 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출

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은 개인정보 련자가 된다.따라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

자의 가족도 사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한 근권을 행사할 수 있다.

82)단, 랑스의 정보화․ 일․자유법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보호의 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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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우리와 랑스에 비해 엄격하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

항의 요건이 6가지인 것에 비해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은 2가지에 불과

하다.연방정보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수집 허용

요건으로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와 연방정보보호법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독일의 경우 사용자

는 근로자의 동의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자신의 이익을 해 근로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생각해보면 사용자가 자신의 노무지휘권과 시설 리권을 정당하게 행

사하기 해서는 본래의 목 내에서 오남용하지 않는다는 제로 근로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는 재

산권의 행사와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양 법익의 조

화를 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기본권의 규범조화 해석이 필요

하고 구체 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인 ‘상당

한 련성’과 ‘합리 범 ’를 노동법 시각에서 풀이하여야 한다.이에

해서는 입법론으로서 제4장 제2 ‘개인정보보호법제 내 노동편의 신

설’에서 업무 성과 비례성 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구체 으로 서술한

다.

II.근로자 개인정보의 목 외 이용의 한계

1.목 외 이용의 허용 요건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의

요건에 따라 수집 당시에는 정당하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 더

라도 사용자는 기존 보 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수가

있다.이런 오남용의 표 인 사례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본래 목 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그러나 새로운 목 을 해 이미

보 하고 있는 근로자의 동일한 개인정보를 다시 제출하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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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나 근로자에게나 모두 불필요한 복과정이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등 정당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제로 사용자는 기존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목 을 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

18조(개인정보의 목 외 이용․제공 제한)제1항은 원칙 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 를 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지

만 제18조 제2항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와

정보주체 는 제3자의 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수집목 의 범 외로 개인정보를 이

용할 수 있다.

2.노동통제 목 으로의 사용 지

근로계약 체결과 업무배치 등 인사 리,그리고 복리후생 등을 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처음부터 구체 으로 수

집과 이용의 목 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 한 자세하다.따라서

실 으로 처음부터 구체 인 목 에 따라 많은 개인정보를 분류하여

보 하고 있는 사용자가 특별히 본래의 목 외로 장하고 있는 근로

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희박하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 목 외 이용․제공 제한)제2항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도 노동법 내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

다.다만,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박한 생명,산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기존의 개인정보를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83)그 다면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 근로자의 기존

개인정보를 본래의 수집 목 외로 사용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이용한다.그리고

83)근로자의 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야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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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 인 방법이 바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노동통제의 목 으로 사

용하는 것이다.가령,화재 방 등 시설 리를 해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된 상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근무태도를 평가한다면 근로자는 상당한 정신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종속성은 더욱 심화된다.84)비록 이러한 목 외 이용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수하 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목 을 한 이용은 동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는 것

에 벗어난 것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시설 리권의 오남용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는 이미 장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노동통

제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할 목 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

다.

이러한 노동통제의 주요한 수단 하나가 바로 인사평가이다.본래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인정되지만 그것이 정당한

노무지휘의 범 를 벗어나 근로자들을 압박하여 업무 역과 무 하게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기 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인사평가로서

근로자의 승진과 징계 등을 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성 등 개인정보가

필수 으로 이용된다.그런데 근로자에게 승진과 징계는 임 과 근로시

간 못지않은 매우 요한 근로조건이다.따라서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활용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그리고 단체 약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서면상의 사 합의를 바탕으

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지 기존의 다른 목 으로 수집된 개인정

보를 근로자 통제 목 의 인사평가로 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한

84)개인정보수집과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종속성 심화에 해서는 Alain

Supiot,“Travail,droitettechnique”,DroitSocial2002,n°2,Dalloz,2002와

Christophe Radé,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etnouvellesformesdesubordination”,DroitSocial2002,n°2,

Dalloz,200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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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처리과정이 산화되면서 근로자의 생산량

등 근무성 을 오로지 수치로 계량화하여 근로자의 인사평가를 자동으

로 처리하기도 한다.이런 자동화된 인사평가가 객 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해명권이나 피치 못할 상황에 한 주 인 평가가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인사평가가 될 수 없다.이를

막기 해 ILO의 1997년 실무지침에서는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과정에

서 얻은 데이터로 인사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실무

지침 제5조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

4원칙은 ‘통제목 으로의 이용 지’로 정보 리시스템의 한 운용과

보안을 해 기술 는 조직 수단으로 자동 수집된 개인정보는 근

로자들의 행동을 통제할 목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을85),제5원칙

은 ‘자동처리정보의 의존 지’로 오로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의 개

인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

고 있다.86)그리고 제6원칙은 ‘근무수행 평가의 제한’으로 근로자의 업

무수행을 평가하는데 있어 자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일한 수단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87)2013년 국가인권 원회의 ‘

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제10조는 “사용자는

감시장비에 의한 기록물의 내용을 인사평가 등 수집목 이외의 용도에

반 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88)

III.근로자 개인정보의 제3자 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한 오남용의 다른 표 인 사례

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흔히 기업에서 마 목 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시 정보주체에

85)ILO,앞의 실무지침 commentary5.4.

86)ILO,앞의 실무지침 commentary5.5.

87)ILO,앞의 실무지침 commentary5.6.

88)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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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3자로의 제공에 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

며 그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1항 제1호

의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이다.그 외 동조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수하기 한 경우,공공기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업무의 수행을 한 경우,정보주체 는 제3자의

박한 생명,신체,재신의 이익을 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 를 들어 법령에 따라 연

말정산을 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받아 국세청에

제공한다.89)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련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바로 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

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법률상의 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해 취업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각각 련 법률로서 ｢ 견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이하 ‘

견법’이라 함)과 ｢직업안정법｣이 존재하나 견법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

정보보호에 한 규정이 무하며 ｢직업안정법｣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이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에 여하거나 여하 던 자의 비 보장의무만

을 규정하고 있다.

IV. 업양도 시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 과 고용승계

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 은 양도인 사용자가 양수인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 한다는 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유

사한 면이 있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7조( 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 제한)에서 업양도에 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다.제27조는 업양도 시 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서 양도인과 양수

89)이창범,앞의 책,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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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표 인 로는 기업의 양도와 합병에 따른

고객정보 이 을 들 수 있다.제27조가 고용 계에 있어서 업양도

후의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 에 한 사항도 규율함은 당연하다.동법

제17조와 비교하여 보면 업양도에서는 포 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 에 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업양도에 있어서

업양도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해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인 ‘고용 리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지침’은 업양수인 사용자를 정보제공의 제3자로 보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한다.동 지침 제74.(2)는 합병,분사,사업양도 등에 의한 사

업의 승계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그 다면 우리 ｢개인정보보

호법｣도 업양수인을 제3자로 보지 않는지에 해서 알아보면 이를 명

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는 련 문헌은 없다.그러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서는 동법 제3장 제1 제17에서 제19조까지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 에 해서는 제3장 제2

제27조에서 다루고 있다.그리고 제17조 내지 제19조 등 다른 조문

에서는 ‘제3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반면 제27조는 ‘제3자’가 아닌 ‘업

양수자 등’으로 별도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 법 역시 업

양수인을 제3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악된다.

업양도 시 양도인 사용자와 양수인 사용자 간에 지켜야 할 사항에

해서 알아보면 먼 ,사용자는 업의 부 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개인

정보를 이 한다는 사실,개인정보를 이 받는 업양수자의 성명,주소

와 연락처,근로자가 개인정보의 이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차를 알려야 한다(제27조 제1항).그리고 업양수자

인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이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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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알려야 한다.다만,양도인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 사실

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 제2항).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서면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서

면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업양수자인 사용자는

이 당시의 본래 목 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7조 제3항).

상할 수 있는 쟁 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양수인 사용자

에게 달되는 것을 거부했을 경우 양수인 사용자 역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원칙 으로 업양수

인은 근로자의 고용 계를 포 으로 승계한다.만일 근로자가 고용승

계를 거부할 경우 업양도인 사용자와의 고용 계가 그 로 존속한

다.90)그 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이 에 한 거부가 이런 고용승계의

거부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고용승계의 거부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

로자의 개인정보이 거부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업양도에 있어 고용 계가 포 으로

승계되기 한 제로 법원은 ‘업의 동일성’을 들고 있다.91)그러나

업양도에 있어 ‘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포 으로 이 되

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한 ‘동일하게’사용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근로조건의 동일한 승계라고 할지라도 승계 당시 근로자의 직 등 인

사발령은 흔히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자신의 이 되는 개인정보가 반

드시 기존의 업무와 련되어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련 없는 정

보를 이용한 노동통제에 해 근로자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업

의 동일성이 반드시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 이용의 동일성과 일치하

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업양수인 사용자

에 해 자신의 개인정보 이 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곧바로

90)김유성(2005),｢노동법I｣,법문사,2005,pp.347～349참조.

91) 법원 1991.3.22.선고 90다6545 결 등 다수.김유성(2005), 의 책,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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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에 한 거부로 볼 것은 아니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기 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다만 양수인 사

용자는 근로자에게 승계되거나 새로 맡게 될 업무와 련하여 새로이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승계

하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는 단체 약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해

고)할 수 있을 것이다.

V. 련 규정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처리 해석의 문제

1.입법 보완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수집방법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해 ｢개인정보보호법｣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정당성에 해서는 일반원칙인 동법 제15조(개

인정보의 수집․이용)내지 제18조(개인정보의 목 외 이용․제공 제

한)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를 수해야 한다.일반원칙의 용에 해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한 종속성 때문에 노동 계에 일반 인 개인정보

의 처리원칙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함을 밝혔다.그런데 이 외에

도 특히 개인정보의 특별한 성격이나 수집방법에 있어서 의 ｢개인정

보보호법｣의 일반 규정들을 용하기에 당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개인정보 특별한 성격을 가진 로는 생체정보를 들 수 있고,개인

정보의 수집방법의 로는 사 자원 리시스템과 거짓말탐지를 꼽을

수 있다.이런 경우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수집방법이 근로자의 인격과

한 련이 있으며 그 장이 노동 계에 미치는 바가 크다.수집방

법으로 역시 향력이 큰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가 그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 경우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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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야 하는 한계 을 도출하고 있다.이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 생체정보와 사 자원 리시스템,그리고 거짓말 탐지가 가지는

문제 과 오남용을 막기 한 해석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생체정보수집에 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는 원칙 으로 수집이

지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건강에 한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개

인정보보호법｣에 별도로 건강정보에 한 정의는 없다.보통 ‘건강정보’

라 함은 그 내용으로 건강상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의료정보보다 넓은

의미로 개념으로 “개인의 과거 재의 병력,신체 ․정신 장애 유

무․장애의 종류 등 ,건강상태(운동능력 등),성 취향,성행 빈

도,성 활동에 한 정보”를 뜻한다.92)이러한 포 인 건강정보는

종류와 상황별로 다양한 침해사례를 유발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에서 련 규정의 미비로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가 생체정보에 한

것이라 생각된다.지문,망막,홍채 등 생체정보인식에 한 기술이 발

함에 따라 근태 리,도난방지 업비 유지를 해 사용자는 생

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하고 있다.이러한 기기의 도입은

물론 근로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제로 한다.근로자의 생체정보는 다

른 개인과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근로자 바로 그 자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근로자와 직

으로 련된 정보이다.그러나 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노동법제

에서는 근로자의 생체정보에 해서 규정하는 바가 없다.일단,생체정

보에 한 행법상의 정의는 없다.유사한 정의로 ‘인체유래물’을 생명

윤리법 제2조(정의)제11호에서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청, 장,

92)이창범,앞의 책,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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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장 단 이용분야

지 문
-뛰어난 보안성

- 렴한 시스템 구축가격

-손상되거나 건조한 경우 인

식이 어려움

-범죄수사
-일반 사업

반

얼 굴
-쉽고 빠른 인식

- 렴한 시스템구축가격

-주 조명에 민감함

-표정․수명 등 변장이 가능
-일반 인분야

정 맥
-높은 인식률

-우수한 사용자 편의성

- 량의 시스템 구축

-고가의 가격

-일반 인 분야

-산업체

손바닥
-작은 데이터 처리용량

-간단한 작동방식

-지문에 비해 속도가 느림

-정확성이 떨어짐
-산업체

염색체,DNA,RNA,단백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체정보는 이

외에도 각막,홍채,지문,성문(聲紋)등의 개인의 신체특징까지도 포함

하고 있어 훨씬 더 그 범 가 범 하다.보통 생체정보(Biometrics

는 Biometricdata)는93)개념 그 자체를 정의내리기보다는 그 종류를

시하는데 지문,손가락의 모양 는 손바닥의 모양,정맥패턴,얼굴,

얼굴의 특징,얼굴의 피부온도,홍채와 망막,유 자와 같은 생리학

정보뿐만 아니라 성문과 서명,타자입력방식 같은 행 특징까지도

포함한다.94)이런 생체정보는 쉽게 변조될 수 없기에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새로운 보안기술로 많이 각 받고 있지만 시간외 근로수당 지 을

한 출퇴근 기록 등 근태 리 등 노동통제를 해 사용되기도 한다.95)

생체정보는 인식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일

반 으로 생체정보인식의 장단 과 이용분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생체정보인식의 장단 과 이용분야96)

93)생체정보의 문은 ‘Biometrics’ 는 ‘Biometricdata’로 ‘Biodata’와 혼돈을 일으

킬 수 있으나 Biodata는 이력(생활사)을 의미한다.간혹 ‘Bio-data’는 생체정보를 의

미하기도 한다.

94)홍승필,｢개인정보보호개론-사례연구 기술 심으로｣,한티미디어,2009,p.131.

95)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143.

96)홍승필,앞의 책.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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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망막
-복제 불가능

-사용이 불편함

-거부감이 생김

-의학센터

-연구소

음 성
-원격지 사용 가능

- 렴한 시스템 구축가격

-신체 (감기 등)․감정 특

성에 따른 변화에 다르게

반응

-폰뱅킹

-원격지 데이터

베이스 근

서 명
-사용의 편리성

- 렴한 시스템 구축가격

-정확도가 떨어짐

-타인의 도용이 가능
-일반 인분야

생체정보는 일반 으로 ID나 패스워드와 같이 변경되거나 설되기

쉬운 수단이 아니라 특정한 인간의 유일한 정보라는 에서 개인의 식

별성이 뛰어나다.97)이러한 생체정보의 특징을 기 성,완 성,가용성

이라고 한다.98)그러나 반드시 그 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의 생

체정보들도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하며,인식의 정 도가 떨어질 경

우 본인의 출입거부나 타인의 출입허용 등이 일어날 수 있고,수집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체정보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과의 일체

성이 완 무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 장애인의 경우 이런

생체정보의 부재로 근성이 차단될 수 있다는 차별 요소도 있다.99)

생체정보의 유일무이성과 정확성이라는 이 덕에 생체정보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집되고 이용되며 제3자에게까지 달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생체정보

를 도용한 조행 가 우려될 수 있으며,지문 등의 생체정보인식은

조나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채 등 좀 더 정보주체와 일체성이 높

은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인식과정이 근로자들에게 침습 이라

는 을 들 수 있다.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행 ｢개인정보보호법

97) Elaine Marie Newton, “Biometrics and Surveillance: Identification,

De-Identification,and Strategies forProtection ofPersonalData”,Doctoral

Thesis of Philosophy in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Carnegie Mellon

UniversityCarnegieInstituteofTechnology,2009,pp.1∼2.

98)박정훈(朴貞勳),“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 과제”,｢경희법학｣제47권

제4호,경희 학교 경희법학연구소,2012,p.404.

99)박정훈(朴貞勳), 의 논문,p.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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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개인정보처리의 목 과 이용방법의 제한,그리고 제3자 제공시

요건 등 조항밖에 없으며 생명윤리법상의 유 자 검사에 한 규정 외

에는 생체정보의 습득 방법 등 생체정보에 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다.100)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 제32조에서 고용 계 성립을 한 개인정보수

집과 가공에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제32조와 제

32조(a)내지 제32조(l)로 구성하여 별도의 노동편을 만드는 것을 추진

에 있다(이하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독일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개정안’이라 함).101)그 제32조(h)는 생체정보의 인식 차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구체 인 내용을 보면 먼 생체인식표지란 “지문,

손 ,홍채,피부,음성 등 생체정보에 의하여 신원을 식별하는 표지”를

말한다.사용자는 업상의 사유로 인증 허가를 한 목 으로 취업

자의 생체인식표지를 수집,가공 이용할 수 있다(제1항).인증의

로는 생체인식표지로 취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허

가의 로는 취업자가 생체인식표지 확인으로 사내 정보 리시스템에

근하기 한 권한을 획득하기 한 것을 들 수 있다.102)생체정보

장의 목 이 다하여 더 이상 장이 필요 없거나 취업자의 개인정보보

호 이익에 반할 경우 지체 없이 생체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제2항).

그러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노동법제에는 유 자정보를 제외한

이러한 생체정보인식에 한 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가 규정하고 있는 건강정보 내에 생체정

100)참고로 미국의 경우 주법으로 텍사스주는 ‘텍사스주 정부법(Texas Statute

GovernmentCode)’제560장 ‘생체정보인식기’편이 있어 생체정보의 범 와 생체정

보인식기를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에 해 주정부기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는 ‘생체정보 라이버시법(BiometricInformationPrivacyAct)’을 제정

하여 생체정보의 범 와 생체정보를 보유한 민간기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01)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에 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 ,“독일 근로

자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안”,｢(최신)외국법제정보｣ 제6호,한국법제연구원,

2011,p.38～49에 설명되어 있다.

102)박희 , 의 논문,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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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포섭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제23조는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단서로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생체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 외 이용까지도 허용된다.제3자 제공에 한 필요성

은 근로자의 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해 인정될 수 있으

나 근로자 생체정보의 목 외의 이용에 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생체정보는 근태 리와 업

비 시설의 보안 리 외에는 사실상 필요한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체정보보호를 ｢개인정보보호법｣내에서 해결하기에

는 입법 흠결이 있다고 단된다.

3. 사 자원 리시스템의 근로자 개인정보 자동처리

‘사 자원 리시스템(EnterpriseResourcePlanning,ERP)’이란 “경

정보 리시스템의 한 종류로서 기업활동을 해 쓰이고 있는 기업 내

의 모든 인 ․물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여 궁극 으로 기업경쟁

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통합정보 리시스템(고기능성 기

업용 소 트웨어)”을 의미한다.103)이런 사 자원 리시스템의 보

은 날로 확장되고 있는데 국가인권 원회의 2005년 사업장 감시실태 보

고서에서는 조사 상 사업장(노조가입자 상 설문) 43.5% 던 사

자원 리시스템의 보 률이 2013년의 조사에서는 71.4%에 달하

다.104)

사 자원 리시스템을 이용한 노무 리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한 극도의 근태 리이고,두

103)정보통신정책연구원,｢직장내 근로자의 라이버시 보호를 한 법제도 연구｣,

2003,p.69.

104)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5),｢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향｣,국가인

권 원회,2005,p.99;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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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과거 인력이 하던 인사노무 리를 자동화된 시스템이 체한다

는 것이다.첫 번째 특징을 보면 사 자원 리시스템은 사업체 내의

인력,설비,자재,자 ,정보,시간,서비스 등 모든 자원에 하여 최

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낳도록 계획 통제를 한다.그러기 해 사

업장 내 는 같은 기업 내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망으로 일원화시킨

다.과거의 다른 경 기법과 다른 은 기획의 단계부터,생산, 매의

단계까지 과정을 통합하여 완벽한 통제를 꾀하는 이라고 한다.105)

그러나 이 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기계 부품처

럼 최 화된 로그램의 한 구성요소가 되어 쉴 틈 없이 로그램의 완

성을 해 움직여야 한다. 를 들어 각각의 생산기계와 작업장에 부착

된 자감지기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작업시간,생산량,불량률,사업장

의 치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근로자들의 활동이 생산량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한다.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상당한 압박감

을 느낄 수밖에 없고 로그램이 설정한 일정한 작업량을 채우기 해

어떠한 개인 사정도 고려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작업량을 늘리기 해

노동의 강도를 강화한다.두 번째 특징인 인력 체효과는 사 자원

리시스템(ERP)을 ‘조기퇴직인원(Early Retired Person,ERP)’이라고

빗 어 표 하게 하 다.106)과거 사람이 하던 일들을 자장치를 이용

하여 과정을 하나의 로그램 아래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사노무뿐만

아니라 회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인력 체효과를 거두었다.

사 자원 리시스템을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련해서 보면 개인정

보처리의 자동화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근로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는 근로자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계산된 데이터는 처음 설치된 로그

래 에 따라 주 인 평가 없이 자동화되어 산출된다.투입되는 데이

터가 많을수록 가공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

용자는 최 한 많은 개인정보를 획득하려 한다.그러한 로 철도공사

105)이 택 외,｢ 자노동감시의 실태와 개선과제｣,한국노동연구원,2005,pp.25～27.

106)정보통신정책연구원,앞의 책.p.70.



67

의 코비스 시스템 사건을 들 수 있다.107)사실 계를 보면 철도공사는

업시설과 설비가 국 으로 퍼져 있어 정확한 원가산정과 체계 인

인력 리가 쉽지 않은 경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사 자원

리시스템인 ‘코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

다.코비스 시스템은 총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나인 인사

리시스템에 따라 직원들은 종교, 액형,신장,체 신체치수,가

족구성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동거․장애 여부,기 생활

상자 해당 여부,출생지,국 ,취소된 징계에 한 사실,병가내역,주거

래은행 계좌번호,원천징수 수증,학력사항 졸업한 학교의 명칭,자

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 했다.노동조합은 이러한 개인정보수

집이 과잉으로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

에 코비스 시스템의 운 단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 다.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결정요지로 사용자가 인사노무 리를 행함에 있어 조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유하는 자기정보

리․통제권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 에 해 갖는 자기정보 리․통제권

보다 제한 일 수밖에 없고,제반사정상 시스템에 집 되어 있는 개

인정보가 불필요하다거나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집 ․

리행 가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자기정보 리․통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구체 인 근거로는 신장,체 신체치수는 채무자가 근로자

들에게 피복을 지 하는데 필요하며,가족구성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동거,장애 여부,기 생활 상자 해당 여부,출생지,국 등의

항목,취소된 징계에 한 사실,병가내역,주거래은행,계좌번호,원천징

수 수증은 여(가족수당 지 여부 등)결정과 소득공제계산에 필요

한 자료이고,학력사항 졸업한 학교의 명칭은 경력인정 후 호 반

107) 지방법원,ﾠ2007.6.15.ﾠ2007카합527ﾠ[운 단가처분]결정



68

업무에,학자 부메뉴의 지원 상자 정보 주민등록번호는 학자

부업무에,자녀 주민등록번호는 자녀교육비지원업무에,질병명은 의료

지원업무에 각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한 법원은 사안에서 공공분

야의 개인정보처리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에 한 법익이 차이가 있다고 명시하 으나 이는 2011년 행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의 결정으로서 지 은 개인정보처리에

한 법익에 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법제에는 맞지 않는 결정이유라고 생각된다.

사용자는 정당한 노무지휘와 인사 리의 일환으로 직무와 련한 근로

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사 자원 리시스템은 앞으

로 어떤 방향으로 발 해 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 가능성이 풍부하기 때

문에 업무와 련되지 않는 근로자의 포 인 개인정보까지도 일단 축

하려는 경향이 있다.근로자의 개인정보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

의 축 이 많을수록 그 활용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사 자원

리시스템의 구축 이유가 바로 효율 인 생산 리,즉 생산성의 향상이

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바로 근로자에 한 노동통제로 귀결된

다.ILO의 1997년 실무지침 제5조에서 정보 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노동통제를 제어하기 함이다.그러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나 노동법제에는 이런 자동화되는 정보 리시스템

에 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오남용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결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내지 제18조(개인정보

의 목 외 이용․제공 제한),그리고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한 정

당성 요건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으나 진의를 알 수 없는 근로자의 동의

만으로 사용자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 자원 리시스템에 필

요한 근로자의 포 인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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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짓말 탐지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침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사용자는 채용면 시 근로자

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진 여부나 업비 출에 한 조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거짓말 탐지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행 개인정

보보호법제나 노동법제에서는 이러한 거짓말 탐지에 한 규정이 무

하다.따라서 의 사안들과 동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

보의 수집․이용)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수집 이용의 정당성 요건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즉,입사지원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동의 내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으로 거짓

말 탐지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피검사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해하며,형사 으로는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않을 권리(자기부죄거부특권)를 침해하기도 한다는 주장이 강

력하게 제기된다.108)따라서 근로자에 한 사용자의 거짓말 탐지에

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ILO의 1997년 실무지침은 제6조 제10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

108)권 법,“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 허용여부와 그 한계”,｢ 스티스｣제128호,한

국법학원,2012 참조.본 논문에 따르면 2003년 미국 국립과학학술원(National

AcademyofScience)은 거짓말 탐지에 해 “신빙성이 없고,비과학 이며,편향성

을 띠고 있다”라고 지 하 다 한다.해당논문,p.203;거짓말 탐지에 한 심리학

메커니즘에 해서는 한유화․박 배,“범죄수사를 한 거짓말탐지 검사

(polygraphtest)의 정기 과 정확성”,｢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제14

권 제4호,한국심리학회,2008참조.본 논문은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을 인정하면서

도 거짓말 탐지는 생리학 수치 어느 기 에서 거짓과 진실을 가리는 것이

기 때문에 그 기 설정에 신 해야 함을 주장한다.해외 문헌으로는 Colin

Tredoux & Susan Pooley, "Polygraph Based Testing of Deception and

Truthfullness:AnEvaluatingandCommentary",IndustrialLaw Journal,Vol.

22.2001에서 거짓말 탐지의 부정확성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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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검사로서 거짓말 탐지기 등 기타 유사한 테스트 차가 사용되

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일본의 경우 ‘직업안정법

노동자 견법’의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된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행동지침’제2.의 6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그 하나로 사용자는 거짓말 탐지기 등 기타 유

사한 진 분석기를 이용한 검사를 근로자에게 실시해서는 안 됨을 명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거짓말 탐지를 형사 으로도 이용하지만 근로자 채용

입사지원자의 마약 경험과 범죄 등의 과 등을 조사하기 해 사용하

고 있다.109)이를 규제하기 해 미국은 연방법으로 ‘근로자 거짓말 탐

지 보호법(EmployeePolygraphProtectionActof1988)’(이하 ‘EPPA’라

고 함)을 제정하 다.EPPA는 입사지원자와 근로자에 해 사용자의

거짓말 탐지와 거짓말 탐지를 거부한 것에 한 불이익한 처분을 원칙

으로 지하고 있다.다만 외 으로 수송이나 경비 회사와 같

은 성격의 기업이나 제약회사와 약품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는 거짓말 탐

지를 허용하고 있다. 한 용되는 인 범 에서 연방과 주 지방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다.110)

미국의 EPPA와 같은 법이 우리 법제에는 없는 이상 외 인 사용자

의 특별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 한 거짓말 탐지를 원

칙 으로 막기 해서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권리남용임을 밝 야

한다.권리남용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구체

인 경우에 실질 으로 검토할 때에는,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

는,권리 본래의 사회 목 을 벗어난 것이어서,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109)권 법, 의 논문,p.203.

110)EEPA의 자세한 내용은 DavidBarnhorn& JoeyE.Pegram,"SpeaktheTruth

andTellNoLies:AnUpdatefortheEmployeePolygraphProtectionAct",

HofstraLabor& EmploymentLawJournal,Vol.29Issue1,2011,pp.141∼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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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정할 수 없는 행 ”로 정의된다.111)따라서 그 요건으로 권리의 행

사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반할 것이 요구된다.그 다면 거짓말

탐지의 경우 사용자의 채용에 한 계약의 자유와 노무지휘권의 행사가

어떤 공공성과 사회성에 반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헌법 제12조 제2항

의 기본권(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보통 자기부죄거부특권 는

진술거부권을 연 으로 피의자 는 피고인이 수사 차와 공 차

는 행정 차 국회의 조사 차 등에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

술을 거부할 권리로 알고 있으나 헌법재 소는 그 게 한정하지 않고

어디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 묵비권을 가지고 이

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명하고 있다.112)따라서 입

사지원자 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서 무효

라고 할 것이다.다만,입사지원자의 경우 그러한 진술 거부가 원인이

되어 채용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 인 불법행 책임만을 사용자

에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이 경우 사용자의 권리남용은 근로자가

정말 형사상의 범죄를 질 는지 여부에 계가 없다고 생각한다.왜

냐하면 근로자의 형사상 범죄 여부에 계없이 질문 자체가 바로 근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구체 험을 낳기 때문이다.113)

111)곽윤직,｢민법총칙(제7 )｣,박 사,2007,pp.64～65.

112)헌법재 소 1990.8.27.89헌가118[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한 헌심

]결정.정종섭,앞의 책,pp.518～519.

113)이러한 이론은 비단 거짓말 탐지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반

으로 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여기서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특수한 수단이 가미

된 것이다.추가 으로 고려할 것은 면 에 있어 노조 가입 여부 특정 정당 지

지에 한 질문이다.우리의 경우 거짓말 탐지가 아직 면 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

지만 수단 인 면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 자체가 바로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 양

심을 강제로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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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노동통제를 한 자감시의 허용 요건

I. 자노동감시의 의의와 효과

1. 자노동감시의 분류와 특징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해서는 기존에는 근로자의

자발 인 정보제공에 의존했다.그러나 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

입어 근로자의 상정보 는 치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사 자원 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등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됨에 정보획득의 수단으로 자노동감시를 활용하고 있

다.

자노동감시를 수단 상별로 분류해보면 먼 수단 인 면에서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국(the U.S.Congress Office ofTechnology

Assessment,OTA)은 자감시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14)첫째,청

각감시 장치를 이용하여 화도청 등 기타 마이크로폰과 같은 소형 송

수신기와 와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감청을 들 수 있다.둘째, 상감시

장치로써 사진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CCTV와 야간투시장치가 그 이

다.셋째,자료감시의 방법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와 시스템 패턴을 인

식하는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다.넷째,

센서를 이용한 감시방법으로 마그네틱 카드나 외선 장치,진동감지장

치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실시간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다섯째,기

타 장치를 이용한 감시로서 차량추 ,음성분석기,음성인식기,라디오

주 수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업무와 치 등을 감시할 수 있다.그

114)고 삼,｢ 자감시사회와 라이버시｣,한울아카데미,1998,p.24;원문은 U.S.

Congress Office ofTechnology Assessment,The electronic supervisor:new

technology,new tensions,OTA-CIT-333,U.S.GovernmentPrintingOffice,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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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구체 인 수단

수 단

청각감시장치 소형 송수신,와이어시스템 등

상감시장치
사진,CCTV,야간투시장치,네트워크 카메라,안면

인식장치 등

자료감시장치

컴퓨터네트워크와 시스템 패턴을 인식하는 소

트웨어,마우스 움직임 모니터 상 캡처장치,

이메일 인터넷 감청장치 등

러나 OTA의 보고서는 1987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자감시장치가

한정되어 있어 이후의 자정보통신기술의 비약 발달을 반 하지 못

하고 있다.그 이후 도입된 감시장치들을 나열해 보면 상장치로서 네

트워크 카메라,안면인식장치를 들 수 있고,자료감시의 방법으로 마우

스의 움직임이나 모니터의 캡처 장치,이메일과 인터넷 메신 감청장

치를 생각할 수 있다.그리고 센서를 이용한 장치로는 홍채 정맥인

식장치를 들 수 있고 기타 장치로서 새롭게 발달한 것은 치추 장치

로서 GPS가 있다.그 외 사 자원 리시스템은 거 한 산시스템

으로 본래 목 은 기업 체의 경 자원을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한

통합 리이나 근로자의 업무성과와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다시 자노동감시를 정보 상별로 분류하면 3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115)첫째,신체에 한 감시로서 CCTV, 외선 망원경

등 외선 장치 기타 시청각 감시기구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행동을

확인․식별․추 하는 형태이다.둘째,심리에 한 감시로서 거짓말 탐

지기,뇌 측정기 등 자 인 심리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심리를 찰하는 형태이다.셋째,자료에 한 감시로서 근로자의 컴퓨

터 로그 기록 등을 열람하는 등 업무활동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감시활

동을 말한다.이하의 내용을 자체 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자노동감시의 수단 상에 따른 분류

115)고 삼, 의 책,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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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감시장치
마그네틱 카드, 외선 장치,진동감지장치,홍채

정맥인식장치 등

기타장치
차량추 ,음성분석기,음성인식기,라디오 주 수

(RF)추 장치,GPS등

상

신 체 CCTV, 외선 장치 등

심 리 거짓말 탐지기,뇌 측정기 등

자 료 컴퓨터 로그기록 측정 장치 감청․열람 장치

자노동감시는 그 기술의 발달에 의해 그 외연이 무궁무진하게 확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따라서 법률로 정

의규정을 내리기보다는 례 등을 통해 구체 인 상황에 따라 그 범주

를 정하기도 한다.독일의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6호는 근로자

표 원회와의 합의 규정 하나로 “근로자의 행동 는 근로제공을 감

독하기 한 기술 시설의 도입과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116)연방노동

법원은 례로 감독 는 감시의 정의를 설시하고 있는데,‘감시’란 “근

로자의 행동 는 작업성과에 한 정보를 인간의 인식을 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하여 수집하고 일반 으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

록되게 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한다.그리고 이를 한 수단으로서의

‘기술 설비’란 “ 상화 내지 구체 표 을 한 일정한 기 을 포함

하고 있는 기술 장치들, 컨 학,음향,기계, 자장치 등을 리

포함하는 것”이라 한다.이런 기술 설비의 로는 “노동경제정보 리

시스템,근로자의 행동과 작업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기기와 연결된 모

니터화면,이메일 송과 결부되어 있는 감시기술,소 트웨어를 기반으

로 하여 작업 성과와 행동 련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자정보

처리장치,속도기록계,기록과 재생이 가능한 텔 비 , 화 비디오

기기(단순한 재생만 할 수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함),개별 사용자의

116)김기선․박수근․강성태․김근주 편역,｢독일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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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번호에 의해 작동되고 사용정보가 기록되는 복사기,사용기간과 내

용이 장되는 인터넷연결망,통신정보가 장되는 인트라넷,일정한 거

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장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생산계측기,개인

정산시스템,개인정보 리시스템,녹음기, 상기록기,타임리코더 등”이

라고 한다.117)

사용자가 자노동감시를 하는 이유에 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①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한 작업공정의 통제강화,②생산설비

자재의 도난방지와 기업정보의 유출 방지,③사업장 내 안 사고의

방과 신속한 사후 처,④기업 내 컴퓨터 시스템 생산설비에 한

개인 유용 방지 장애발생 방,⑤근로자의 개인 는 집단

반기업활동 불법행 제재,⑥업무성과 객 측정 보상,⑦ 고

객 서비스 품질 개선,이 게 7가지를 들 고 있다.118)외국의 입법례를

보면,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Wales)주의 라이버시 원

회가 1995년 발표한 보고서는 자노동감시의 이유로 ① 도 방지,②

인 기물 손․방화․ 괴 방지,③근로자 개인의 업무 능력 모니

터링,④고객서비스 향상,⑤근로자 교육,⑥근로자의 건강과 안 ,⑦법

령 규정 수,⑧법 분쟁을 비한 사용자의 입증책임,⑨생산과정 모

니터링을 꼽고 있다.119)앞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나 법 분쟁을

비한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차이이다.결국 자

노동감시의 이유이자 목 으로 2가지를 들면 근로자에 한 노무지휘권

을 강화하여 이윤을 극 화하는 것과 사용자의 생산시설 리를 한

것이다.사용자의 자노동감시를 정당화하기 한 법 근거를 근로계

117)BAG vom 06.12.1983,APNr.7zu§87BetrVG 1972Überwachung,BAG

vom09.11.1994,APNr.27zu§87BetrVG 1972Überwachung.박귀천,“독일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감시․통제와 한 문제”,｢노동법연구｣제29호,서울 노동법연구

회,2010,p.249.

118)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8),앞의 보고서,p.6.

119)Tim Dixon,Invisibleeyes:reportonvideosurveillanceintheworkplace,

thePrivacyCommitteeofNew SouthWales,1995,ch.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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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의 노무지휘권과 재산권에서 찾는 것도120)동일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으로 이윤을 극 화한다는 목 은 동일하지만 자노동감

시가 발생하게 된 연 에 해 경 학에서는 IT 생산성의 역설 이론을

제기하기도 한다.1970년 이후 1990년 반까지 지속 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한 투자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산업,국가 수 의

생산성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 다는 조사결

과가 나오자 이를 정보통신기 투자의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라고 부르기 시작하 다.이러한 IT생산성의 역설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주장되는데 그 하나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근로자

는 기존의 업무를 좀 더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게 해

서 남는 여분의 근로시간에 생산성 향상과는 무 한 일을 한다는 것이

다.즉,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신 를 이용한 채 을 할 수도

있고,게임 는 온라인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이러한 근로자들의 생

산성을 해하는 여분의 활동을 감시하기 해 사용자들은 자감시장

비를 이용한 노동통제에 더욱 더 나선다는 것이다.121)

이런 자노동감시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서는 먼 자노동감시의 특징에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노동감

시의 특징은 일반 인 자감시의 특징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

성과 노동생산성의 에서 악하며 도출해낼 수가 있다.먼 일반

인 자감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22)첫째,거리,어두움,그리고 벽

과 같은 물리 장벽을 뛰어넘는다.CCTV 외에 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고 벽 바깥의 상황도 음 으로나

120) 윤구(2014),앞의 논문,p.266.

121)정찬모,“IT생산성 역설과 근로자 라이버시”,｢CLISMonthly｣,제4호,정보통

신산업진흥원,2003,pp.25～27.

122)GaryT.Marx,Undercover:policiesurveillanceinAmerica,Universityof

CaliforniaPress,1988,pp.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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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식할 수 있다.둘째,시간을 월한다.즉,기록은 장되고 검색되

며 통합되어 분석되고 달이 된다.가령,아날로그 방식의 CCTV의 녹

화테이 를 계속 장하기 해서는 물리 공간을 차지하고 리비용

한 증가한다.하지만 계속되는 디지털 자기술의 발달은 물리 공

간에 개의치 않고 그 리비용을 획기 으로 감시킨다.셋째,가시성

이 낮거나 비가시 이다.감시의 상자는 자감시장치들이 자신을 감

시하고 있는 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감시장치의 조

정자가 원거리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넷째,감시 상의 조가 불필요

하다.감시의 상자들의 동의나 참여 없이도 정보는 수집될 수 있다.

다섯째, 방이 가장 주요한 사안이 된다. 정된 감시는 여러 상황에서

의 험과 불확실성을 일 수 있다.여섯째,노동집약 이기보다는 자

본집약 이다.기술의 발달될수록 그리고 자본이 집약될수록 감시의 비

용은 어든다. 를 한 사람이 여러 CCTV의 모니터를 감독함으로써

감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일곱째,자기감시(검열)을 강화시킨다.푸

코(Foucault)가 찰한 바와 같이 감시는 수직 계 에서 내려오는 것

이 아니라 사회 계로 표 된다.즉, 의 감시자와 감시 상자는

과거처럼 계 구조가 아니라 사회 계를 맺는다.가령 시민법상

등해 보이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형식 으로는 수직 계 계가 아

닌 계약상의 사회 계를 가진다.그리고 감시 상자들은 편의성 등

을 이유로 스스로 그 감시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여덟째,감시의

상을 특정한 용의자부터 일정 역에 속하는 일반인들에까지 그 범 를

확장한다.가령 CCTV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범죄를 질 다

는 의심의 유무와 상 없이 감시의 상이 된다.따라서 모든 사람은

완 히 자신이 무죄인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유죄인 것이다.아홉째,감

시의 역이 확 된다.마치 굴삭기가 발달할수록 땅을 깊게 팔

수 있는 것처럼 자감시는 그 내용을 신체 ,사회 ,그리고 심리

역까지 확 하고 있다.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감시 상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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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알아내는 것을 로 들 수 있다.열째,감시는 융합되어 정

보를 재생산하고 있다.여러 분야에서 수집되고 있는 감시정보는 더 많

은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해내고,연결되지 않는 정보의 실마리들을 모

아 거 한 정보의 융단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자감시의 특징들에서 자노동감시의 특징을 노동 계의 특

수성에 비추어 추려내면 다음 4가지를 자체 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감시수단의 은 성이다.이 은 성은 방법의 은 성과 목 의

은 성으로 다시 나 수 있다.방법의 은 성은 앞서 자감시의 수단

으로 나온 감청장치나 스 이웨어,안내 이 설치되지 않은 CCTV,사

원증 내의 자태그 등을 들 수 있다.만일 사용자가 이러한 장치들의

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자신이 감시의 상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그리고 사용자가 정보를 원거리에서 수집․

가공하기 때문에 더욱 인식하기가 힘들다.목 의 은 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개한 개인정보수집의 목 외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도난방지 목 을 해 설치한 CCTV를 사용하여 근로자

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사원증 내에 삽입된 자태그는 사

내 시설의 출입증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동선 악에도 사

용된다.그리고 기업의 물 ․인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여 기업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 인 사 자원 리시스템은 근로자들의

생산라인 이탈 유무 등을 감시하는데 쓰이고 있다.그 외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업무 목 외의 내용까지 수집할 수 있다.가령

일반 인 건강검진으로 여성근로자의 임신여부를 알 수 있다.이런 감

시수단의 은 성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정보 비

칭 상을 심화시키고 이는 사용자의 권력 증 ,즉 근로자의 종속성

강화로 이어진다.

둘째,감시수단의 시공간 월성이다. 자 감시수단은 자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하여 낮과 밤 같은 물리 상황이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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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와 같은 시공간을 월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123)특히 사업장 내의

원거리 감시 같은 경우는 과거 GPS정도에 한정되었으나 재는 스마

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 리 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 애 리

이션은 본래 사업장 내의 기 유지를 해 일부 시설에서 카메라

녹음 기능 정지 수신 불능 목 으로 개발되었으나 역으로 컴퓨

터에서의 스 이웨어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어 치추 기능으로 근로자

의 치와 통화녹음,그리고 검색내역 등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원

래 인 감시가 가지는 물리 한계를 CCTV와 같은 기의 자 감

시수단이 일정 시간만을 월했다면 외선 카메라 는 외선 투시장

치, 자태그,스 이웨어 등은 사업장 내 근로시간 안의 모든 것을 사

용자의 감시 아래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그러나 이제 휴 용 컴

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 사실상 24시간 내내 실

시간으로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사

용자의 을 피할 수 없다는 공포심을 안겨 다.즉,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가시 이기 않기 때문에 그 지

속여부를 알 수 없어 항상 불안에 시달린다.벤담(JeremyBentham)이

고안한 감옥 ‘놉티콘’에서 간수는 빛을 등지고 있는 죄수를 찰할 수

있지만 죄수는 암흑의 감시탑에 있는 간수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치이다.더군다나 감시 상인 근로자의 조 없이도 노동감시가 가능하

고 감시정보는 자동으로 축 되어 근로자의 소외감은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게 축 된 근로자의 감시정보를 무한 로 장

할 수 있다.과거의 아날로그 감시로는 그 결과물을 구 으로 보

하기 해서는 막 한 비용이 들었으나 발달된 디지털 감시정보는 사실

상 무한 로 장할 수 있으며 그 리 한 매우 손쉬운 편이다.이

게 처리되는 디지털 정보를 ‘동결건조(freeze-dried)’된 것으로 부르는

이유는 몇 년이나 지나고도 정보를 꺼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24)

123)고 삼,앞의 책,p.55.

124)Marx,앞의 책,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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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감시내용의 포 성이다.125) 자 감시수단을 이용해서 수집하

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무한하다.사원증 내의 자태그를 이용하여

구내식당과 카페 등에서 식사할 경우 그의 식단부터 사업장에서의 행동

패턴과 휴게 유무 등 근무태도를 알 수 있고 사 자원 리시스템을

통해서는 근로자의 업무량을 악할 수 있으며 화와 이메일 메신

감청과 컴퓨터 내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인 계를 조사하여 조합활

동 등을 감지할 수 있다.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유 자 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신체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방 정보수집에

는 개인의 사상과 신념,노동조합의 가입 여부,건강 성생활에 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며 유 자 검사는 미래에 한 습성

까지도 단하게 한다.수집정보의 포 성은 노동감시의 목 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함은 물론 사생활과 인격 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근로자

가 스스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넷째,감시정보의 통합화이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도 개인정보로 포함한다.과거에는 편화

된 정보만으로는 새로운 개인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자정보통

신기술의 하드웨어 발달과 그것을 운용하고 연산해내는 소 트웨어의

발 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근로자의 사소

한 행동패턴까지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개인정보를 발생시킬

수 있다.그리고 사 자원 리시스템이나 자노동감시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들에다 빅데이터(Bigdata)의 기술을126) 속시키면

125)고 삼,앞의 책,p.56.

126)빅데이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과거에는 기술 한계로 불가능했지만

컴퓨터의 연산처리기술이 가능하게 하여 방 한 양(volume)과 다양한 형태

(variety)의 편화된 정보들을 빠른 속도(velocity)로 가치(value)있는 정보로 생성

시키는 것이다(4V). 를 들면 서울시는 심야버스의 노선을 KT가 갖고 있는 심야

의 핸드폰의 송수신정보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택시 승하차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자들의 주요 치경로를 악하여 노선을 정하 다.이는 빅데이터 기술이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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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 집단 체의 행동패턴을 읽을 수 있다.

이를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 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집단 속에

서의 악된 행동패턴이 그 로 개인에게 용이 된다면 이 역시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가령 노동조합원들의 사업장 내 동선

악을 통해 조합원들의 회합장소와 상 등을 알 수 있다.이를 응

용하면 근로자 개인에 한 감시가 특정 근로자군에 한 집단 감시

로 변용될 수 있다.근로자 개인정보의 통합화의 다른 결과물은 근

로자들을 상호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 자원 리시스템은 인

자원의 효율성의 최 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과 업무성과들을 항상 축 하여 비교한다.이를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같은 집단 내의 동료들마 도 경쟁의 상 로 인식하여 고강도의 업무를

자발 으로 수행한다.

2. 자노동감시가 근로자에 미치는 향

자노동감시의 이러한 성질은 근로자들에게 심리 종속을 불러일으

키고 정신 압박감으로 인한 신체 피해를 낳고 있다.은 한 감시에

서 오는 불안감,시공간을 월한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심,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결부된 모든 정보까지 수집되고 있다

는 사실과 쪽은 나를 잘 알지만 나는 쪽을 모른다는 정보의 비 칭

으로부터 나오는 좌 감,수집되는 정보들이 종합되어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지만 자신은 그 과정에 여할 수 없다는 소외감,그리고 상호경

쟁에서 오는 심리 압박감 등은 근로자들로 하여 사용자에 하여

자기검열과 자발 순응을 하게 만든다. 군가가 자신의 치명 인 정

보를 알고 그것을 폭로한다면 자신의 사회 지 와 평 은 추락할 것

이고 회사의 명 에 가 되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져다 과 동시에 무차별 인 개인정보의 수집도 가능하다는 장단 을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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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상자인 근로자는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불리하지

않도록 는 이미 상당한 양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 잘못 보이

지 않기 해 자기검열을 하게 한다.그리고 이런 자기검열의 연속은

어느덧 감시라는 규범을 내면화되게 되는 자발 순응으로 이어지게 된

다.즉,사후통제가 아닌 사 통제가 사용자는 가능하다.127)이러한 자발

순응은 일종의 주체성의 상실로 표 할 수도 있는데 “감시라는 것은

타인의 을 통해 바라보는 나에 한 새로운 인식”이기 때문이다.128)

즉,자신의 자아를 타인의 시각으로 구성함으로써 주체성을 상실해버린

다는 것이다.그러한 상태에서 감시 상자인 근로자는 압박감에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자발 인 순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그리고 이런 자발 인 순응은 소속된 집단의 규범을 내면

화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한다.특히 이런

내면화된 순응은 감시자가 더 이상 감시를 하지 않아도 감시 상자들은

항상 자신이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감시자는 계

속 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129)즉 감시 상자들인 근로자들은 사용

자에게 계속 자발 인 순응을 하게 된다. 놉티콘의 구조가 간수(감시

자)는 죄수(감시 상)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게 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자노동감시를 받는 근로자들은 상당한 스트 스를 호소하며,직장에

서의 만족도가 낮고 동료 상사와의 계가 낯설어진다고 호소한

다.130) 한 이러한 업무상 스트 스를 장기 으로 방치할 경우 심

127)고 삼,앞의 책,pp.278∼279.

128)DanielJ.Solove(2001),“Privacy and Power:ComputerDatabases and

MetaphorsforInformationPrivacy”,StanfordLawReview,Vol.53,2001,pp.141

7～1418.

129)미셸 푸코(오생근 譯),｢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나남신서,2011,p.312.

130)John R.Aiello,“Computer-BasedWork Monitoring:ElectronicSuveillance

andItsEffects”,JournalofAppliedSocialPsychology,Vol.23.Issue7,1993,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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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같은 육체 질병131)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132)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 인 이 될 수 있다.실제

로 하 심 례는 CCTV의 감시와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으

로 근로자에게 만성 응장애를 일으켰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

한 가 있다.133)사안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에 해 CCTV설치를

통해 감시 통제를 행하여 왔고 노동조합원들만을 별도의 라인에 배

치하여 조합원들에게 차별과 함께 감시를 행해왔다. 한 여기에 해당

근로자들이 해고되어 해고구제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왔다.법원

은 그 다면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근로자들이 받은 정신

스트 스가 상당하 음이 인정되는바,만성 응장애라는 질병의 발

생원인 일부가 업무수행과 직 인 계가 없는 노동쟁의 행

에 일어났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는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

하 다면,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들의 업무와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시하 다.

II. 련 법률과 수단별 자노동감시의 쟁

1.개인정보보호법상 상정보처리기기와 공개된 장소의 해석

1) 상정보처리기기의 역할과 분쟁

시각 상장치 는 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제7호에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 으로 설치되어 사람 는

사물의 상 등을 촬 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송하는 장치

131)고상백,장세진,박종구,박 호,손동국, 숙정,차 석,“직무스트 스와 심

계질환 험요인과의 상 성”,｢ 한산업의학회지｣제17권 제3호, 한산업의학회,

2005.참조.

132)윤숙희,안경애,배정이,이소우,“직장인의 직무스트 스와 우울,음주 흡연

행태”,｢한국간호과학회 학술 회 자료집｣,한국간호과학회,2004.참조.

133)서울행정법원,2008.3.26.선고 2005구단11619 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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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 상정보처리기기의 범 )는 이러한 장치로 폐쇄회로 텔 비 (CCTV,

Closed-CircuitTelevision)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열거하고 있다.폐쇄회

로 텔 비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 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상 등을 촬 하거나 촬 한 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송로

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송하는 장치”와 이에 의해 “촬 되거나 송

된 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모두 포 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 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 한

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

느 곳에서나 수집․ 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

한다.폐쇄회로 텔 비 (이하 ‘CCTV’라 함)과 네트워크 카메라와의 차

이 은 CCTV는 폐쇄된 회로이기 때문에 지정된 공간으로만 상신호

를 보낼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유무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

는 곳 어디든 촬 장면을 송신할 수 있다.이 외의 상정보처리기기로

는 심야에도 사물을 식별가능한 외선 감지장치를 들 수 있다.이러한

상정보처리기기 CCTV가 가장 분쟁의 상이 되는 이유는 렴한

설치비용으로 범 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실제 수도권에서 거주하

는 사람은 하루 평균 CCTV에 83.1회 노출된다고 한다.134)

본래 사업장 내에서 CCTV가 도입된 목 은 범죄 방과 시설안

화재 방이었다.135)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

134)권남기,“CCTV 설치운 에 있어서 반사례의 분석 -안내 설치를 심으로

-”,InternetandSecurityFocus2013년 10월호,한국인터넷진흥원,2013.p.86.

135)그러나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보편 으로 범죄의 사 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시기별,장소별 등 설치장소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하며

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도 있다.각각 임 진․이주락,“방범용 CCTV의

계 별 범죄 방효과”｢한국경찰학회보｣제45권,한국경찰학회,2014,p.111;임민 ,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범죄 방 효과 연구”, 앙 학교 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 논문,2007,p.71참조.이는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어린이집의 아동에 한 폭

력 학 가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것과 화장실 등에는 CCTV

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과 학 방의 사각지 가 발생한다는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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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 제한)제1항도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요건으로 제2

호와 제3호에 이러한 목 을 규정하고 있다.136)그러나 CCTV 등은 본

래의 목 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버스 내부의 CCTV

설치는 원래 범죄 방과 승객안 을 해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버스

운 기사들의 근무태도 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재는

녹음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한다.137)실시간으로 상정보가 송되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버스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버스 기사의 근무태도를 감시한다.2013년 12월 국가인권 원회가 발표

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상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노동감시의 수단은 CCTV(62.7%)

이 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았다.138)

이런 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침해받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사생활의

비 과 자유로 보아 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은 개인정보자기

알 수 있다.반면에 방범용 CCTV의 범죄 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에 해서는 이

상정,“방범용 CCTV의 범죄 방 범인검거 효과분석과 활용방안”고려 학교

정책 학원 공안행정학과 석사학 논문,2010,p.118∼120참조.그러나 이 논문은

스스로가 밝히듯이 표본 지역과 집단이 매우 소한 단 이 있다.범죄율 하락이

CCTV때문인지 아니면 치안강화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36)｢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① 구든지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법령에서 구체 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방 수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 화재 방을 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분석 제공을 하여 필요한 경우

137)권남기,앞의 논문.p.91.｢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제5항은 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어 이는 법이다.

138)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p.70～73.29인 이하의 사업장이 45.6%,30～299인

사업장이 30.9%,300～1,000인 사업장이 31.3%의 비율을 차지하 다.



86

결정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상정보처리기기를 규제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139)그러나 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자료들은 모두 근로자의 개인 상정보이다.CCTV 등 상정

보처리기기는 정보처리의 수단일 뿐이며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활동이

‘사생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이다.

CCTV가 사업장에서 범 하게 사용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게 되

고 하 심이지만 례가 설시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CCTV 등의

설치에 해서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 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 단체

약을 사용자가 반하여 사업장 내에 설치한 경우,근로자가 그것을

가려 CCTV의 작동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를 무

효로 하 다.140)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 약을 체결하여 사용자

는 노동조합 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 으로,컴퓨터, 화,비디오카메

라,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인식기기 기타 정보통신․음향․ 상기

술을 이용하거나,조합원의 이동,작업과정을 기록․ 장할 설비 소

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단 노동안 ,도난 등 험․사고

방지를 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방법,설치장소와 기록 내용

등에 하여 노동조합과 사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 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사안에서,법원은 사용자가

규정을 반하여 CCTV를 설치한 행 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이나 그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피고가 CCTV를 조

합원들을 감시하려는 목 이 아니라 방범 보안 목 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단체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CCTV를 설치하기 에 미

리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면서 노

동조합과 아무런 사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단체 약 반으로

사용자는 CCTV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시하 다.141)

139)한국법제연구원, 의 보고서,p.17

140)서울행정법원 2014.9.25.선고 2013구합61364 결 [감 무효확인].

141)의정부지방법법원 고양지원 2012.2.3.선고 2011가합3374 결 [복리후생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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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으로 사용자가 사업장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

의 상권 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실 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

는 방법을 선택하 다면,그 행 에 법성이 없다고 본 사안도 있

다.142)사실 계를 보면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노동쟁의

조합원들이 공무과장 공장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조장을 쇠 이

와 핸드그라이더 등으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 으며,알 수 없는 기

계고장이 발생하고 생산량이 어드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

한 회유․ 박이 자행되자,사업장내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고 비조합

원들을 보호하기 하여 사업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카메라를 사업장내에 설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카메라

는 사업장내에 고정식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사업장내의 근로자의 모든

움직임을 세 하게 추 ,통제․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의 일정

범 내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만 촬 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인격

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2)비공개된 근무장소에서의 용 요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제1항

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된 장소’에 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만 용이 되고 비공개된 장소에는 용이 되지

않는다.동법 제58조( 용의 일부 제외)제2항은 제25조 제1항의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27조( 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 제한)제1항과 제2항,제34조(개인정보

의 유출 통지 등)와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를 용하지 않는다

등].

142) 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4.18.선고 2001가합1173 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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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 된 불특정 다수

인의 개인 상정보의 경우 원칙 으로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기 힘들며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

무도 이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이 의 고지와 제34조가 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의 통지도 사실상 무수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는 불가능하다.그리고 제37조가 규정하고 있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정지권도 장기간 촬 된 개인 상정보

특정한 정보주체만 골라 처리정지한다는 것이 실 으로 매우 어렵다

는 것을 감안하 다.143) 신 정보주체의 동의에 갈음하여 동법 제25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 에 한 안

내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44)

그러므로 비공개된 장소의 경우 원칙 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 용을 받으며 제58조 제2항이 용 제외하는 제22조,제27조 제1항

과 제2항,제34조와 제37조가 모두 용된다.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의 구분 범 를 례에서 찾아보면 공개된 장소로는 도로와 연결된

학 구내 통행로와 아 트 단지,145)무료공 주차장,146)주택가의 막다

른 골목147)등이 있으며,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는 병원 입원실을

시하고 있다.148)따라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공장과 사

무실 같은 사업장은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힘들다.이에 ｢개인정보보호

법｣에서는 이러한 공개된 장소의 의미가 달라야 한다면 본 조항의 취지

143)이창범,앞의 책,p.253.

144)국가인권 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상의 사업장 21.2%가 안내 설치

등 CCTV 촬 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

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운 된 경우가 많았다.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74.

145) 법원 2006.1.13.선고 2005도6986 결 [도로교통법 반(무면허운 )].

146) 법원 2005.9.15.선고 2005도3781 결 [도로교통법 반(무면허운 )].

147) 법원 1993.6.22.선고 93도828 결 [도로교통법 반].

148) 구고등법원 2007.3.15.선고 2007노38 결 [공직선거법 반].이상 이창범,

앞의 책,p.2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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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수집에 있어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받기 힘든 장소를 의미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제한된 불특정 다수 는 불특정

소수에게도 허용된 장소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견해가 있다.149)그러나

근로자의 개인 상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보

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는 상정보처리기

기 운 자인 사용자의 편의를 주기 한 조항이다.따라서 동법 제25

조가 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원칙조항인 동법 제

15조가 용되고 제58조에 따라 용이 제외될 제22조(동의를 받는 방

법)등이 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장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다시 동법 제25조가 용될 것이다.

근무장소 외의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한 규제를 찾아보면 ｢개

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항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화

장실,발한실(發汗室),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히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역시 ‘불

특정 다수’라는 제가 붙어 ‘특정 소수’근로자가 출입하는 사업장 내

의 화장실 등은 동법 제25조 제2항의 용 상이 되는지가 쟁 이 발

생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에

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이행의 곤란을 완화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내 한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함이다.따라서 이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의 공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흠결이다.이 경우에는 해석을 완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범 에 사업장

내의 인원도 포함하여 할 것이다.

사용자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감시 카메라(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면

｢성폭력의 범죄 등에 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함)제12

조의 처벌도 받는다고 알고 있으나 잘못된 사실이다.성폭력특례법과 ｢

149)이창범, 의 책,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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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법익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성립에서 차

이 이 매우 크다.성폭력특례법 제12조는 성 목 을 한 공공장소

침해행 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먼 ‘자기의 성 욕망을 만족시킬 목

’이 충족되어야 하는 목 범이다.그리고 그 화장실은 ｢공 화장실 등

에 한 법률｣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에 개방된 공 화장

실,개방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등을 말하며 탈의실이나 목욕실은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과 ｢유

통산업발 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규모 포 내의 탈의실과 목욕실

을 말한다.공공이 출입하는 장소를 어느 범 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성폭력특례법이 형법인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유

추 용을 하여서는 안 되기에 ｢공 화장실 등에 한 법률｣에서 정한

화장실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사업장 내의 화장실 등에서 용

하기 힘들다.하지만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를 이용한 행 )제1항

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

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욕망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 하거나 그 촬 물을 반포․ 매․임

․제공 는 공공연하게 시․상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12조와 달리 자신의 성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목 과 공 화장실 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

문에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 외에 남용하여 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그리

고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 당시에는 촬 상자의 의사에 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 물을 반포․

매․임 ․제공 는 공공연하게 시․상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는 500만 원이하의 벌 에 처하게 된다.

계속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 과 다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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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

니 되며,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동조 제6

항은 사용자의 안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정보처리기기운

자인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 리계획을 수립하고 안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 리

물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정보처리기기의 규제에 한 입법례 비교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례 한 축 되

고 있고 그 상당수가 CCTV에 한 것으로 그만큼 상정보처리기

기에 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이 주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자감시에 한 규정이 없고 상정보처리

기기에 해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증가하는 갈등을 입법 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운 제한)만으로 상정보처리기기에 한 다양한 사례들을 규율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안 부는 2012년 3월 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제한의

외)부터 제27조(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지침)까지의 내용과 련

하여 ‘민간분야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가이드라인’(이하 ‘행안부

CCTV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발표하 다.150)행안부 CCTV가이드라인

은 사업장 내의 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한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는 정의하지 않는 ‘개인 상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개인 상정

보란 “ 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 ․처리되는 상정보 개인의

150)비교하여 공공기 에 하여는 동시에 ‘공공기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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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동 등 사생활과 련된 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그러나 개인 상정보를

‘사생활’과 련된 상으로 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익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역이 사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에서 타

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앞서의 문제제기한 공개된 장소에 해 행안부 CCTV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가 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로

정의하며 그 로 도로,공원,공항,항만,주차장,놀이터,지하철역 등

의 공공장소와 백화 , 형마트,상가,놀이공원(테마 크)등 시설,그

리고 버스,택시 등 구나 탑승할 수 있는 교통과,병원의 기실,

수 ,휴게실을 들고 있다.다만 병원에서도 진료실,입원실,수술실

등 치료목 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가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한

원칙조항인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가 용된다고 한다.151)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해서 가이드라인은 출입이 통제되

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

소로 볼 수 없지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

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한다.즉,경우에 따라 각기 용될 수 있다는 입장

이다.노동감시를 목 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근

로공간’을 원칙 으로 ‘비공개 장소’로 설정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151)참고로 버스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그것이 차량 외부

를 촬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 으로 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

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용을 받지 않는다.그러나 해당 블랙박스가 차량 내

부를 촬 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 제25

조의 용을 받아 안내 을 설치해야 하고 임의조작 녹음이 지된다.따라서

행안부 CCTV 가이드라인은 버스와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를 차 뒷면에서 앞으로

향하도록 하여 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 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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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 아닌 동법 제15조의 용을 받는다고 한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법 제15조에 해당되면 제58조( 용의 일부 제외)제2항의 용

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 두텁게 보호

할 수 있다.가이드라인 역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

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 따라 촬 범 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주체의

개별 인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다만 안내 설치 등 제25조에

서 규정하는 보호조치 등도 함께 용할 것을 권장한다.따라서 사안에

따라 업무를 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 는 작업장

경우 동법 제25조를,업무와 련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는 작업장의 경우는 동법 제15조를 용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제5항

은 상정보처리기기운 자는 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음을 지하

고 있는데 고질 인 악성민원인이나 고객의 폭력행사에 비하여 매장

내 설치된 CCTV에서 녹음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서 행안부

CCTV 가이드라인은 동법 제25조 제5항을 원칙 으로 의거하여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 용의 일부 제외)제2항은 동법 제37조(개

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정지권을 용 제외할 뿐

동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의 개인정보열람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신의 개인 상정보에 해서 사무실 는 작업장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없이 사용자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행안부 CCTV 가이드라인은 상자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 힌 경우 원칙 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

이크 처리 등을 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제6항

은 상정보처리기기운 자인 사용자는 개인 상정보가 분실․도난․유

출․변조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리계획을 수립하고 안 성



94

확보에 필요한 기술 ․ 리 물리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

는데,다만 행정안 부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 고시(행정

안 부 고시 제2011-00호)’제2조 제4호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지

원을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은152)｢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 상정보보

호를 한 내부 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세 상공인을 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나 이러한 내부 리계획수립의 의무는 정보주체인 근

로자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한 것인데 결과 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형해화하는 내용을 고시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

다른 국가 국제기구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제6조

(b)( 학 자시설에 의해 공공이 근할 수 있는 장소의 감시)제1항은

학 자시설을 이용한 공공이 근할 수 있는 장소의 감시(이하 ‘비디

오감시’라 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해 필요하고,(개인정

보) 련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53)그 해당 사유는

i)공공기 의 업무수행,ii)가택권의 유지, 는 iii)구체 으로 정해진 목

을 한 정당한 이익의 유지이다.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에서 볼

때 사용자의 재산권에 근거한 시설 리권은 제3호에서 비롯된다.사용

자는 재산권이라는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시설 리권의 행사를 해

비디오감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비하여 근로자의 보호이익이 우월하

지 않아야 한다.동조 제2항에 따라 비디오장치의 사용자는 한 조

152)｢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정의하는

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1. 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의 경우:10명 미만

2.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5명 미만

153)이하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번역은 김기선․박수근․강성태․김근주 편역,｢독

일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20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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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비디오감시를 하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조문에는 통지의 상이

나오지 않지만 사용자의 통지 상은 당연히 감시 상인 근로자로 보아

비디오감시의 목 과 처리과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역시

제1항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가공 이용은 추구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하고 련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은 비디오감시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특정인에 한 것인 경우,

제19조(a)와 제33조에 따라 상정보의 가공 이용에 해 통지할 것

을 규정한다.그리고 동조 제5항에 따라 목 을 달성하는데 더 이상 필

요하지 않거나 는 이후의 계속 인 장이 련자의 보호할 만한 이

익에 배치되는 경우,정보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제6조(b)는 공공이 드나들 수 있는 사업장에서

는 용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는 용될

수 없다는 한계 이 있다.154)그리고 연방정보보호법에서 노동 계에

한 표 인 조문인 제32조의 ‘취업 계를 한 정보 수집,가공 이

용’도 노동감시에 해서는 내용이 없다.그 외 근로자의 치확인시스

템이라든지 생체인식 차에 해서도 아무런 특칙이 없는 상황이다.이

를 보완하기 해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은 제32조(f)에 공

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학 장비를 이용한 감시 규정을 신설하

다.이에 따라 사용자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업장과 건물 는

공간에서도 합한 학 장비(비디오 감시)를 이용하여,기업의 요

한 이익을 지키는 것을 목 으로, 학 장비 감시의 방법과 범 에

따른 련자의 이익이 취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이익보다 클 때,다음

과 같은 사유,i)출입통제,ii)주거권의 보호,iii)소유권의 보호,iv)취업자

의 안 ,v)시설의 보호,vi)사업 안 을 한 험 방지,vii)제품의 품

질 리를 한 경우에 그 감시가 허용된다.단,사용자는 비디오 감시

154)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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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취업자들에게 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제1항).이 6

가지 사유는 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 해석된다.155)그러나 사 인

목 으로 활용되는 사업장 내의 시설에는 비디오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특히 보건실,탈의실,수면실이 그러하다(제2항).그리고 정보 장의

기한으로 정보수집의 목 달성에 더 이상 장이 필요하지 않거나 계

속 인 정보 장이 취업자의 보호이익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제3항).

국제기구의 지침을 보면,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비디오감시를 통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자 EU는 2004년 ‘비디오 감시를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 의견’(이하 ‘EU의 2004년 의견’이라 함)을 발표하 다.이

의견은 추후 EU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

하는데 있어서의 요건과 방법에 한 거가 되었고 우리 ｢개인정보보

호법｣도 EU의 2004년 의견을 반 하 다.EU의 2004년 의견은 비디오

감시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으로 서문에서 ①개인의 보호,②재산의 보

호,③공익,④범죄행 의 감지, 방과 통제,⑤증거 수집과 ⑥기타 정

당한 이익을 시하고 있다.따라서 동 의견은 비디오감시가 일정 정도

는 필요함을 인정하다.그러나 동시에 비디오감시는 의 없이 강제

으로 시행되기도 하며 그것이 미치는 심리 향이 있음도 지 한다.

이러한 양 이익을 조 하기 해 동 의견은 개인에 한 비디오감시의

합법성과 비례성을 측정하는 기 을 설정한다.

이러한 기 으로 동 의견은 7.‘정보처리자에게 용되는 의무와

한 방조치’편에서 정보처리자에게 A)정보처리과정의 법성,B)정보

처리목 의 특정,설명과 법성,C) 법한 정보처리과정의 역,D)비

디오감시를 실시할 비례성,E)비디오감시 결과의 비례성,F)정보주체에

한 고지,G)기타 요건,H)정보주체의 권리,I)특정한 정보처리과정에

서의 추가 인 보호조치를 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 D)와 E)

155)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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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 을 보면 D)는 비디오감시를 실시하는 목 과 이를 통해 얻어

지는 정보의 계는 하며 비례 이어야 한다는 것이고,비교하여

E)는 D)의 원칙에 더하여 상정보처리에 용되는 수단의 비례성에

해서도 주의 깊은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생각건 ,비례성

심사의 원칙 D)가 목 의 정당성이라면,E)는 방법의 성이라는

에서 차이가 난다.D)는 이러한 방법의 성의 로서 공공장소에

서 비디오감시를 할 경우 카메라의 각도는 감시의 목 과는 상 없는

신체를 비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I)의 특정한 정보란 비디

오감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시 상자의 인종,종교 ․정치 의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성 취향 등에 한 상정보로서 동 의견은

이러한 정보는 EU의 1995년 지침 제20조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침 제20조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특정 을 가져올 정보처리

에 해서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리 는 국내 법률의 특별한 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구체 으로 노동 계 측면에서 EU의 2004년 의견은 8.‘고용

계에서의 비디오감시’편을 규정하고 있다.동 의견은 사용자는 원거리

에서 근로자의 업무의 질과 양을 직 으로 리하기 해 비디오감시

를 해서는 안 될 것과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사 인 공간에서의 비디

오장치 설치 지,그리고 이 게 수집된 상정보에 해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개인정보감독기 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

2.통신비 보호법상 이메일 등의 감청과 허용 요건

1)감청의 정의와 허용 요건

감청에 해서는 ｢통신비 보호법｣이 규제하고 있다.감청의 정의에

해 ｢통신비 보호법｣제2조(정의)제7호는 “ 기통신에 하여 당사



98

자의 동의 없이 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

언․부호․ 상을 청취․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 는 채록하거

나 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이어 동조 제8

호에서 ‘감청설비’라 함은 “ 화 는 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

는 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의미한고 정의한다.그리고 ‘기

통신’은 동조 제3호에서 “ 화․ 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

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 선 기타의 자 방식에 의

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는 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사용자가 이메일과 메신 그리고 화 등의 통신수단에 해 감청

는 회사의 자장치에 장된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이유에 해

서는 첫째,산업정보의 유출방지와 둘째,통신시설의 사 이용 통제 그

리고 셋째,직장동료들에 한 스토킹이나 성희롱 방 등 근로자의 각

종 비행 방지를 꼽고 있다.156)그러나 실 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

은 사생활에 한 활동을 어느 정도 하며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물

들은 개인정보가 된다.따라서 사용자의 이러한 감시의 정당성과 근로

자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갈등은 필연

으로 일어나게 된다.

사례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컴퓨터에 원격감시 로그램을 설치

한 사안에서 ｢통신비 보호법｣제3조(통신 화비 의 보호) 반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하 심 례가 있다.157)김포시의 한 고교 교장은

교사와 학생 간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개별 는 그룹별 교육을 가능하

게 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용 원격강의시스템인 ‘넷오피스쿨’이라는 컴퓨

터 로그램을 각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일 설치하 다.그러나

156)이창범,“사업장내 자우편감시제도에 한 연구”,｢노동정책연구｣제5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2005.12,pp.137∼139.

157)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4.5.14.선고 2003고단2107 결 [통신비 보호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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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감청의 기능도 할 수 있어 교장은 로그램을 이용하

여 교사들의 컴퓨터 사용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인터넷의 사 인

이용 내역을 열람하여 그것을 근거로 교사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 법원은 교장에게 통신비 보호법 제16조(벌칙)제1항 제1호

와 제2호 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 다.158)

주의해야 할 은 ｢통신비 보호법｣제2조(정의)제7호에 따르면 기

통신은 자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송신과 수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

청은 기통신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 상태는 정보가 자 방식에 의

해 송․수신 이어야 한다.따라서 이미 정보의 송․수신이 완료되어

장장치에 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법원도 다른 사안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 폰

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달하거나 달받는 업을 하던 서버에

장되어 있던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여 ｢통신비 보호법｣ 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통신비 보호법｣제2조 제7호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통신 행 를 감청의 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

이 완료되어 보 인 기통신 내용은 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

일반 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

를 의미하는 등을 고려하여 보면,통신비 보호법상 ‘감청’이란 상

이 되는 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 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159)회사의 간부가 다른 간부의 이메일을 열람한

사안에 해서도 동일하게 ｢통신비 보호법｣상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하 다.160)그러나 동 례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 등의 보

158)통신비 보호법 제16조(벌칙)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제3조의 규정에 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는 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화를 녹음 는 청취한 자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는 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설한 자

159) 법원 2012.10.25.선고 2012도4644 결 [통신비 보호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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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161) 반하 다고 시하 다.‘감청’의 개념에 해서는 이미 기술

인 정의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청의 개념을 법규정으로 넓히기

보다는 이를 ｢통신비 보호법｣상의 ‘검열’의 개념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

당하다.그러나 ｢통신비 보호법｣제2조(정의)제6호는 검열의 상을

우편물에 국한하고 있어 입법의 사각지 에 있다.

문제는 이메일이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계정이 구분되더라도 근로자들

이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종종 업무용 이메일 계정

을 개인 안부 등 사 인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한다.개인용 이메일의

경우 업무시간 내의 지나친 사용을 컴퓨터 내의 로그기록 열람을 통해

지 하고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 열람은 지된다고 해석

되어야 한다.그 다면 사용자는 노무지휘권 내지 시설 리권의 일환으

로 근로자의 업무용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는가하는 쟁 이 발생할 수

있다.｢통신비 보호법｣제2조(정의)제7호 ‘감청’의 정의가 ‘동의 없이’

하는 것을 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이메일 감

청을 동의한다면 그것은 ｢통신비 보호법｣제3조(통신 화비 의

보호)제1항이 지하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제3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 감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통신비 보호법｣과 ｢우편법｣,｢ 세법｣,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 법｣ 련 조항에서 외

가 있을 때라고 한다.이 ｢통신비 보호법｣이 제시하고 있는 외사

항은 범죄수사(제5․6조)와 국가안보(제7조)를 들 수 있다.결국 이런

범죄수사의 목 과 국가안보 그리고 우편법과 세법 등 아주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청 상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건이라고 할 수 있

다.역시 근로자의 동의에 한 진의가 문제될 수 있고 근로자는 사용

160) 법원 2003.8.22.선고 2003도3344 결 [통신비 보호법 반교사․정보통신

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반].

161)｢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제49조(비 등의 보호)

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 는 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 을 침해․도용 는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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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 동의의 의무를 지는지가 쟁 이 된다.동의의 의무는 사용자

가 사용하는 업무용 이메일이 법 으로 구에게 귀속되는가하는 문제

로 이어진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회사가 운 하는 인트라넷 는 서

버에서 제공하는 것(.co.kr 는 .com)이라면 그 인트라넷 는 서버는

사용자의 재산권이 미치는 역이다.따라서 업무상 이메일은 그 소유

가 사용자에 속하고 근로자의 사생활과도 무 함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

이 열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162)이런 논리의 연장선이라면 마찬

가지로 검열 한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그러나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

이 사용자 소유의 장치에 의해 운용이 된다고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이메일에 해서 그 비 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통신의

비 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익으로 하기 때문인데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과는 아무런 련이 없다.즉,사용자의 자장치의 소유권은 사

용자에게 귀속되지만 메신 까지 포함하여 이메일의 내용상 비 에

한 보호법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이를 비유하자면 주택을

임 차할 때 주택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으나 그 주택에서의 사생활

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동일하다.163)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

로계약과 취업규칙 는 단체 약에서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 ,그리고

화기 등을 사 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한 경우 그 내용을 감청 는

열람해서는 안 되지만 사 이용 자체가 드러날 때에는 징계의 상은

될 수가 있다고 단된다.그 다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는 단체

약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이메일과 메신 를 감청하거나

그 내용물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의 진정성이 담보된다면 가능하다

고 생각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메일과 메신

162)이창범,앞의 논문,p.181.

163)정보통신정책연구원,｢직장내 근로자의 라이버시 보호를 한 법제도 연구｣,

2003,p.61.



102

체를 감청하거나 열람할 것이 아니라 특수 단어 등이 나올 경우 등 필

터링을 통해 최소한도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164)

화의 경우도 사용자가 제공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화를 하지만 회

사 화를 사 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용

자가 설치를 하 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당연히 감청할 수는 없다.165)

이메일과 메신 의 경우와 같이 ｢통신비 보호법｣제3조(통신 화

비 의 보호)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 등의 보호)의 용을

받는다.그러나 의 이메일과 메신 와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콜

센터 직원들의 상담업무 시의 화내용 녹음이다.이 경우는 근로자들

의 동의를 받기에 ｢통신비 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

객들의 상담직원들에 한 인권침해 방과 구제를 해서 유용한 면이

있다.그러나 역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항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항상 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

게 되어 과도한 감정노동을 유발한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이러한 양

면성은 콜센터 직원들에 한 심층면담에서도 드러났는데 근로자들은

상담 화의 녹음이 자신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감시를 하고 있음을 인식

한다.특히 콜센터의 업무경험이 짧은 1～2개월 경력의 직원들은 보호

측면에 공감을 하 으나 경력이 6개월 이상 된 직원들은 감시의 피

로도를 호소한 이 특징이다.166)즉,지속 인 감시상황이 근로자들에

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정신 압박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이 경우 녹음 내용에 한 리권을 근로자가 가져 구제신청의 내

용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되 사용자의 징계수단으로는 근이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164)이메일 우편감시의 필터링 기술에 해서는 이창범,앞의 논문,pp.185～186참

조.

165)강희원,앞의 논문,p.21.

166)김종성,“ 자감시 노동통제와 노동자들의 반응에 한 연구:A은행 콜센터 사

례분석을 심으로”,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기 사회학 회,한국사회학회,2004,

pp.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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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U개인정보특별 원회의 자통신감시의 7원칙

해외의 지침을 보면 유럽에서도 사업장 내에서 자통신망이 구축됨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 등을 열람하는 사례 등 개인정보의

침해가 일어나자 EU의 1995년 지침 제29조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특

별 원회’(이하 ‘특별 원회’이라고 함)는 2002년 ‘사업장 내에서의 자

통신감시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 다.특별 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①사용자의 감시활동은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되고 있는가?②감시활동이 필요한가? 통 인 감독방법으로 사용자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가?③개인정보의 처리과정은 근로자들에

게 공정한가?④감시활동은 그것이 허용하는 사안들과 비례 인가를 문

제의식으로 하여 궁극 으로는 사용자에게 허락된 합법 인 이익과 근

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 으로 하

다.167)그 주요한 내용은 직장 내 이메일과 인터넷 등 자통신의 감

시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제시하 다는 이다.168)그러

나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강제력이 없으며 반 인 자노동감시가 아니

라 사업장 내의 자통신에 국한되었다.그러나 수단이 자통신에 한

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인 자감시에 한 규제 원칙에도 무리 없

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필요성의 원칙’이다.사용자는 감시활동을 하기 에 이것이 특

정된 목 에 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만일 통

인 방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게 침범한다면 그것을 고려해 보아야

167)EU,Workingdocumentonthesurveillanceofelectroniccommunicationsin

theworkplace,2002,p.4.

168)이하의 7원칙에 한 서술내용은 EU, 의 보고서,pp.13～19참조.한국법제연

구원,앞의 보고서,pp.23～24는 투명성의 원칙에서 따로 근권을 도출하여 8원칙

으로 분류하지만 EU개인정보보호 특별 원회의 본문은 7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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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보고서는 감시활동의 목 형법 비행 외의 시로 만일 근

로자가 휴가 인데 그 근로자에게 송신된 이메일에 해 답변을 해 줘

야 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둘째,‘최종성의 원칙’이다.개인정보는 특정되고,명확하고,합법 인

목 을 해서만 수집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 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

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가령,시스템의 안 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처

리가 정당하다면,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근로자의 행동을 감

시하기 한 다른 목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투명성의 원칙’이다.사용자의 감시행 는 투명하고 공개 이어

야 한다. 를 들어 사용자는 EU의 1995년 지침 제13조에 따라 국내법

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을 비 감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좀 더 세부 으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

보주체인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사용자의 고지의무에 한 것이다.

사용자는 감시의 이유,목 ,범 ,정도, 상,방법,시기 등과 이메일

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내부 규칙을 반하 을 경우 사용자

측의 통보 차 방법 근로자의 이의제기 방법과 차 등에 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근로자에 한 고지의무 이행을

해 사용자는 근로자 표와 의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감시장치를

작동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등 처리하기 개인정보감독기 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두 번째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권에 한 것으로서 EU

의 1995년 지침 제1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리하는 자신의 개

인정보에 근하여 정보처리과정이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맞지 않

거나 개인정보가 불완 하고 부정확하다면 그 정보의 수정,삭제,정지

를 요구할 수 있다.근로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근할 때에는 장시간

과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법성의 원칙’이다.사용자는 EU의 1995년 지침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정당성 요건을 수하거나 국내법의 규정이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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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가공․ 달 등)할 수 있

다.그리고 사용자가 추구하는 이익은 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를 들

면,경쟁업체에게 기 자료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해서 필요한 조치

들은 사용자의 법한 이익을 한 것이다.이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EU의 1995년 지침 제8조에서는 동 지침 제7조의 (f)사용자에게 법한

이익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용하지 않기 때

문이다.그러나 동 지침 제8조의 (b)는 단서를 달아 여지를 남겨두는데,

만일 한 보호조치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 노동법 분야에서

정보 리자의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한 경우에는,민감한

개인정보라도 사용자는 수집이 가능하다.일종의 법률유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비례성의 원칙’이다.감시를 통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감시

의 특정 목 에 합하고 련이 있어야 하며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감시의 정도는 달라져야 하는데 침해성이 덜

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기본 으로 사용자는 비례

성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검하는 목 을 제외하고는 사

원들의 개인 인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기록을 감시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기술의 발달로 근로자의 이메일의 송수신 황과 첨

부 일의 형식 등을 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감시 시스템이 아니

라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 을 달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이메일을 열람할

때에는 그 상 방의 개인정보보호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만일 상 방

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우라면 그 상 방의 동의를 받

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상 방에게 이메일이 감시될 수 있음을 알

리려는 합리 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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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정확성과 보존의 원칙’이다.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법하

게 보 하는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기록 등의 개인정보는 항상 정확해야

하고 최신의 버 이어야 한다.단,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장하여서는

안 된다.

일곱째,‘보안성의 원칙’이다.사용자는 보 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외

부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한 기술 ․조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메일과 네트워크의 트래픽 데이터가 자동

으로 기록될 수 있다.특별 원회는 이 경우는 사용자가 내부 으로

한 보호방안을 마련하 다면 근로자의 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아울러 특별 원회는 실무 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보고서의 원

칙을 수하는 조건으로 감시가 가능한 업무용 이메일 계정과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열람할 수 없는 순수한 개인용 이메일 계

정을 배분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169)

3.정보통신망법상근로자의컴퓨터사용기록 내용물열람의 법성

근로자에 한 자노동감시 하나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용 컴

퓨터의 인터넷 속 등 사용기록과 일의 내용물을 열람할 경우,아무

리 업무용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근로자의 사생활에 한 기

록들이 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생활에 한 권리와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먼 컴퓨터 작업의 기록 열람

에 해 검토해보면 사내 인트라넷 는 인터넷에 속하 을 경우 근

로자가 인터넷 컴퓨터 작업을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이 났는지,그리고

속횟수와 어떤 자료와 사이트에 근하 는가가 사내 서버에 장이

된다.그리고 원외에서 사내 인트라넷 는 서버에 속을 하 을 경우

169)EU, 의 보고서,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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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치정보까지 추 할 수 있다.반면 사용자는 과도한 트래픽

부하로 인한 서버 리와 유해사이트 는 업무비 의 유출의 험이

있는 사이트 속을 막기 해 일정 정도 근로자의 인터넷 로그 기록이

필요하다.하지만 사용자는 본래 목 의 달성 범 내에서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의 열람도 최소

한의 범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를 들어 트래픽 부하 등 서버 리

를 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총 트래픽 양만을 측정하는 일종의 익명화

과정을 거치면 되고 특정 사이트의 속 제한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속을 차단하면 충분하다고 단된다.

보다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가 직 근로자의 컴퓨터의 내용물을 열람

하는 것인데 이에 한 쟁 즉,어떤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용 컴퓨터를 열람할 수 있는가는 근로자의 이메일 등 감청과 쟁 이 같

다.따라서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확보되고 EU 특별 원회가 2002년

작성한 ‘사업장 내에서의 자통신감시에 한 보고서’의 7원칙에 따른

다면 사용자는 허용 범 내에서 근로자 는 근로자 표의 입회하에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수단 인

면에서 인터넷과 이메일 등의 감청과 다른데 컴퓨터의 내용 열람은 주

로 스 이웨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스 이웨어’란 “일

반 으로 조작하고 있는 본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개인의 컴퓨터에 송신하는 소 트웨어

반”을 의미한다.170)과거에는 인터넷상의 고효과를 모니터링하기 해

설치하는 애드웨어의 일종이었으나171)지 은 이용자의 컴퓨터 사용 기

록에 반에 해서 감시를 하는 로그램으로 이해되고 있다.스 이

웨어의 특징은 컴퓨터의 로그램과 자료를 괴하는 바이러스 로그

램과는 달리 설치과정이 정상 으로 인식되고 정보 괴 없이 정보의

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신 로그램으로도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

170)김주 ․손형섭,앞의 책,p.222.

171)이민 ,이민 ,｢개인정보법제론｣,진한M&B,2007,pp.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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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는 것이다.이런 스 이웨어로 빠져나가는 정보로는 사용자의

성명,IP주소,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개인 아이디와 비 번호,다운

로드 받은 자료 등 인터넷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는 타

자입력방식(keystroke)도 알 수 있다.172)즉,컴퓨터 이용자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원거리에서 이용자의 컴퓨터에 장된 자료를 복사할

수도 있다.그리고 사용자는 일일이 근로자의 컴퓨터에 스 이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서로 인터넷망만 연결되어 있다면 원격으로 근로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단 외에 행 태양에 해서도 별도로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있다.즉,특정 사이트에 한 컴퓨터의 속 차단이 자노동감시로

서 일종의 검열에 해당하는가이다.하 심 례로 업 이후 사용자측

이 노동조합측 홈페이지 속 자체를 일 차단한 행 에 해 법원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결한 사례가 있다.173)사안은 “ 업 까

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홈페이

지에 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업 이후 사무

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속하는 것을 일

차단”한 경우로서 사용자측은 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 산업별 조

합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그 경 진들의 명 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을 들었다.그러나 법원은 비록 그러한 사

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설 리 방법의 변경은 권리남용

으로서 노동조합의 운 에 한 지배․개입이라고 시하 다.하지만

‘자노동감시’의 정의에서 보건 감시행 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기

록․취득․수집․송수신․ 장․분석․가공’하는 극 행 이기 때문

172)타자입력방식을 통한 컴퓨터 감시에 해서는 ToddM.Wesche,“Readingyour

every keystroke :Protecting employee e-mailprivacy”,JournalofHigh

TechnologyLaw,Vol.1No.1,2002,pp.106～107.

173)서울행정법원 2004.7.22.선고 2003구합32923 결 [부당노동행 구제재심 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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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차단과 같은 소극 인 행 는 부당노동행 는 성립할 수 있어도

감시라고는 할 수 없다고 단된다.

만일 사용자가 불법 으로 근로자의 컴퓨터 사용기록과 내용물을 열

람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알아보면 먼 ｢통신비 보호법｣상의

감청 는 검열을 생각해볼 수 있다.그러나 앞서의 법원 례의 설

시 로174)｢통신비 보호법｣제2조(정의)제7호는 감청을 송․수신 인

기통신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그리고 이미 수신된 이메일 등을 열람

할 경우 이는 일반 인 의미의 검열로서 ｢통신비 보호법｣제2조(정의)

제6호의 ‘검열’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지만 ｢통신비 보호법｣제2

조(정의)제6호는 검열의 상을 오로지 우편법상의 통상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만으로 한정한다.따라서 기통신에 의해 수신된 근로자의 이메

일이나 메신 내용 등을 불법으로 열람할 경우 일반법으로 ｢형법｣상

제316조 제2항의 비 침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개인정보보호법｣으로

는 제59조( 지행 )제1호175) 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72조(벌칙)제2

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할 수 있

다.그러나 우리 법원은 회사의 간부가 다른 간부의 이메일을 열람한

사안에서176)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 등의 보호)를177) 용하 다.정

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이고 ｢형법｣제316조 제2항과

｢개인정보보호법｣제72조 제2호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178)특별법

174) 법원 2012.10.25.선고 2012도4644 결 [통신비 보호법 반].

175)｢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지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 던 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한

동의를 받는 행

176) 법원 2003.8.22.선고 2003도3344 결 [통신비 보호법 반교사․정보통신

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반].

177)｢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제49조(비 등의 보호)

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 는 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 을 침해․도용 는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8)｢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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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그러

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처리․보 는 송되

는 타인의 정보를 상으로 하고 있다.즉, 의 사안은 이메일 계정이

라는 정보통신망 내의 정보를 열람하 기에 용된 사례이다.따라서

일반 으로 근로자의 컴퓨터 내의 기록을 사용자가 열람한 경우에는 ｢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1호 는 ｢형법｣제316조 제2항의 용을 받

게 된다.입법 으로 정돈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유명한 것이 랑스의 NikonFrance사건으로

랑스 법원은 2001년 10월 2일 일명 NikonFrance 결에서 유럽인

권 약 제8조,179)민법 제9조,180)구 노동법 L.120-2조( 제1121-1조)

를181)근거로 근로자는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 내에서도 사생활의 내

함을 존 받는다고 시하 다.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제공된

사무기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된 사 인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하

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무기기를 열람할 수 없다고 시하 다.182)

다만, 랑스 법원은 근로계약상의 비 수의무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비교형량하여 조문들을 근거로 후자가 우월함을 시하 을

뿐 구체 인 이유에 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이에 해 마치 사

무용으로 지 된 Bic볼펜을 단지 사무용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 개

인 으로 쓰듯이 사무실에서 반드시 필수 인 사무용 도구가 된 컴퓨터

등의 자사무기기도 때론 사 인 사용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

는 설명이 있다.183)

11.제49조를 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 을 침해․도용 는

설한 자

179)유럽인권 약 제8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생활과 가족생활,그리고 주거와 통

신을 존 받을 권리가 있다.”

180) 랑스 민법 L.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존 받을 권리가 있다.”

181) 랑스 노동법 L.1121-1조 “그 구도 수행할 사무의 성질과 추구하는 목 에

비례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개인 집단 자유권을 제한

할 수 없다.”

182)Cass.soc.,2octobre2001,n°99-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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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ikonFrance 결의 의의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에서도 그

의 사생활을 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과 근로자에게 지 된 컴퓨터가

업무용으로 제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 에 알리지 않고 열

람 등을 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근거로 징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즉,인간은 근무시간 에서 오로지 노동만 하는 기계가 아닌 인

격체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에 그의 사생활은 존 되어야 하며 불법으

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184)그러나 이 결에

해 랑스 법원이 무조건 근로자의 이메일 등 컴퓨터의 작업내용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 노동법 L.120-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비례 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단할 것을 설시하

다는 주장도 있다.185)2012년 6월 26일 랑스 법원의 례도 회사

의 내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재 시 근로자의 이메일 열람을

지한 경우에는 그 내규에 메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

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메일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고 시하

다.186)

이메일 열람은 아니지만 컴퓨터에 장된 내용을 열람한 사례로 랑

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열람하던 ‘개

인용’이라고 기재된 폴더에서 외설 인 사진을 발견한 것을 이유로 근

로자를 해고하자 ‘특별한 험과 사건이 아닌 한’사용자는 근로자의 컴

퓨터를 근로자의 면 이나 근로자의 정식 요청에 의해 열람할 수 있다

고 시하 다.그 근거로는 앞서의 NikonFrance 결과 같이 유럽인

권 약 제8조,민법 L.9조와 구 노동법 L.120-2조를 들었다.그러나

183)Jean-EmmanuelRay,“Courrierprivéetcourrielpersonnel”,Droitsocial2001

n°11,Dalloz,2001,p.915.

184)최 호,“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와 근로자의 인권 –이메일(E-mail)을

심으로”,｢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5호,민주사회정책연구원,2004,p.151.

185)이창범,앞의 논문,p.166.

186)Cass.soc.,26juin2012,n°11-15310.한국정보화진흥원,｢2012개인정보보호

해외 법제 동향｣,2013,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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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France 결과 달리 ‘특별한 험과 사건’이 존재한다면 사용자

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컴퓨터를 열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NikonFrance 결보다는 좀 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이라 평가된다.187)

입법례로는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제32(i)

조는 사용자는 취업자의 기통신서비스(인터넷)와 화서비스에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기통신서비스는 오로지 직업상 는 업무상

목 으로 취업자가 이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통

신서비스에 한 개인정보는 속한 곳의 이름 표지,통신 속

종료 일시, 달된 정보 분량 등이다.사용자는 i) 기통신망 는 기

통신서비스의 정상 인 운 을 하여,ii)요 정산을 하여,그리고 iii)

통계작성이나 업무통제 는 행동 리를 한 경우에만 기통신서비스

에 한 취업자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ii)와 iii)의 경우 정보처리의

내역을 취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한 취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이

익이 이러한 정보수집의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제1항). 화서비스

의 경우 역시 그 화가 오로지 직업상 는 업무상 목 으로만 사용되

는 것이어야 한다.사용자는 사 에 취업자에게 특정된 시간 에 정보

를 수집할 있다는 고지를 하고 취업자가 이에 동의를 한 경우,통계작

성이나 업무통제 는 행동 리를 해서 화 이용 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사후 그 처리내역을 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화서비스에는

내․외국과 유․무선을 불문하며,VoIP(VoiceoverInternetProtocol)와

같이 기통신서비스(인터넷)을 이용한 통화도 포함한다(제2항).

187)Cass.soc.,17mai2005,n°03-40017.Frayssinet,Jean(박수곤 譯).“ 랑스에서

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계”,｢경희법학｣제41권 제2호,경

희 학교 경희법학연구소,2006,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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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정보법상 GPS 자태그의 사용 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정의내리는 것과는 달리 ‘개인 치정

보’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개인 치정보의 정의는

치정보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치정보와 개인 치

정보는 다른 개념으로서 개인 치정보의 정의를 알기 해서는 먼

‘치정보’의 정의가 제되어야 한다.따라서 동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치정보’에 해 정의하고 있다.즉, 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 거나 존재하 던 장소에 한 정보

로서 ｢ 기통신사업법｣제2조(정의)제2호 제3호에 따른 기통신설

비 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라 한다.사람뿐만 아

니라 물건의 치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그러므로 개인 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치정보( 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치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한다.

개인 치정보와 개인정보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188)첫째,성명

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고유의 정보인 반

면,개인 치정보는 치정보사업자나 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치인

식장비를 통해 획득하여 제작된 정보라는 에서 차이가 난다.둘째,일

반 인 개인정보는 오랫동안 정보주체에게 지속되는 정 인 정보인 반

면 개인 치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는 동 인 정보이다.

특히 지 의 발달된 연산기술은 과거와 재의 치정보를 계산하여 미

래의 상되는 치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수 에 이르 다.셋째,개인

정보 에서도 사상,신념,종교,정당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건강

성생활에 한 정보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그런데 개인

치정보의 유출 오남용 역시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와 사생활에 직

188)이하 개인정보와 개인 치정보의 차이 에 해서는 함인선,｢정보사회와 법(개

정 )｣, 남 학교 출 부,2013,pp.39～44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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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침해행 가 즉시 일어나며,지속 인

추 으로 장래에도 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에서 치명 인 민감정보

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동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로 개인 치

정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치정보를 추 하는 표 인 장치로는 GPS단말기,핸드폰의 치

추 서비스,그리고 자태그를 들 수 있다.외근을 주로 하는 업사

원이나 장거리 운행을 하는 화물운 기사 등은 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가시 인 거리에서 벗어나 그의 지배 리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GPS등을 이용하여 이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자정보통신기기의 발달은 이를 가능하게 했다. 치추 시스템은 핸드

폰의 통신사의 치추 서비스가 자녀의 안심귀가를 해 제공된 것처

럼 근로자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 도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항시 추 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내에서

도 근로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 우

려가 크다.189)

기존의 GPS나 핸드폰의 치추 이 원거리에 쓰이는 장치라면 자

태그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장치이다. 자태그란 “IC

칩과 안테나에 의해 구성되고 물품 등에 장착되어,당해 물품 등의 식

별정보와 그 밖의 다른 정보를 기록하고, 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그들 정보를 읽어내게 하는 것”으로서,원래는 바코드를 체하여 소비

자에게 이르는 상품의 유통과정을 추 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

과 인 재고 리를 해 만들어졌다.190)이를 사물의 인터넷(Internetof

Things,IoT)화라고 한다.191)그러나 사물에게 부착되어야 할 자태그

189)이 택 외,앞의 책,한국노동연구원,2005,p.21.

190)김주 ․손형섭,앞의 책,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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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에게 부착된다면 이는 ‘인간의 인터넷’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사원증에 자태그를 삽입하면 근로자는 항시 자태그의 신호를

감지하는 안테나에 의해 사업장 내의 치와 동선이 악된다.개인마

다 고유의 자태그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치정보는 축

되며 로 일링(profiling)되어 근로자의 행동패턴이 악된다.문제는

이를 근로자들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92)

근로자의 개인 치정보에 한 국내 보호법을 확정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치정보법의 계를 알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6조

(다른 법률과의 계)는 개인정보보호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치정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 인 지 를 갖고 있다.따라서 사안에

있어 치정보법이 우선 용된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

익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그친다면 치정보법은 제1조

(목 )에서 ‘사생활의 비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치정보의 안 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에도 목 이 있다.따라

서 양 법이 경우에 따라서 상호경합 인 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한

다.193)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에서 보면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치정보

라는 개인정보보호에 을 둘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근거한 치정보의 이용권도 함께 고려할 것인지가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개인 치정보의 수집에 한 규정은 치정보법 제18조(개인 치정보

의 수집)로서 치정보사업자가 개인 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원칙 으로 개인 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일하게 이

런 개인 치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법 제19조(개인

치정보의 이용 는 제공)제2항에 따라 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

191)이민 ,｢개인정보법제론｣,진한M&B,2007,p.504.

192)이민 , 의 책,p.508.

193)함인선,앞의 책,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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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용자가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

한다.제19조 3항은 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 치정보를 개인 치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 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제공일시 제공목 을 즉시 통보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정보를 치기반서비스사업

자에게 제공받기 해서는 사 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치기

반서비스사업자는 매번 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근로자에

게 그 사실과 목 을 알려야 한다.그리고 개인 치정보 수집과 이용의

목 을 달성하 을 때에는 동법 제23조(개인 치정보의 기 등)에 의

해 치정보사업자 등( 치기반서비스사업자 포함)은 치정보를 수

집․이용․제공하 다는 사실 확인자료 외에는 개인 치정보를 즉시

기하여야 한다.

개인 치정보주체인 근로자는 치정보법 제24조(개인 치정보주체의

권리 등)를 근거로 치정보처리에 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

으며(제1항) 는 그 수집․이용과 제공에 한 일시 인 지를 요구

할 수 있다(제2항).그리고 개인 치정보 자료에 한 열람 는 고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3항).만일 치정보사업자 등이 동법 제15조( 치정

보의 수집 등의 지)내지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한

치정보 이용)가 규정하고 있는 치정보 개인 치정보의 보호에

한 규정 그리고 개인 치정보주체의 권리에 한 규정을 침해하 을

때는 동법 제27조(손해배상)를 근거로 개인 치정보주체는 치정보사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치정보사업자 등은 스스로 고

의 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이러

한 치정보사업자 등과 개인 치정보주체 간의 분쟁은 동법 제28조(분

쟁의 조정 등)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40조(설치 구성)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사례를 보면 산림청은 산불발생 시 진화의 효율성을 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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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제 이동하며 산불감시 방활동을 하

는 산불감시원에 해서 치정보법 제18조(개인 치정보의 수집)에 따

라 치조회에 한 동의서를 수령한 후 산불감시원들에게 치조회단

말기를 지 하 다.산불감시원들은 근무시간인 오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단말기를 운용하여 소지하 고 치정보사업자인 A이동통신사는

산불감시원이 소지한 단말기 치정보를 수집하여 치기반서비스업자

인 B텔 콤에게 제공하며, 치기반서비스업자는 제공받은 단말기의

치정보를 이용한 ‘산불상황 제시스템’을 산림청 각 시행기 에 제공

하 다.산림청 각 시행기 은 치기반서비스업자가 운용하는 ‘산불

상황 제시스템’에 속하여 산불감시원의 치를 악하 다.이 사안

에 해 국가인권 원회는 산림청이 산불감시요원에게 치조회단말기

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의 동의를 받았고 산불 방과 신속한 산

불 진화라는 공익 목 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

렵지만, 치정보를 구에게 제공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그리

고 개인 치정보가 보호되는 방식과 산불감시원에게 법 으로 보장되는

권한 등에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과 치정보사업자

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산불감시원의 개인 치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 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을 들어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하

다.194)헌법재 소와는 달리 국가인권 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

거를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두고 있다.

해외 입법례로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제32(g)조를 보면 사용자는 지리 치정보를 확인하기 한 자설비

( 치확인시스템)를 다음과 같은 두 경우,i)취업자의 안 을 하거나,

ii)경 상의 사유로 취업자의 투입을 조정하기 하여 사용이 가능하되

194) 국가인권 원회 2010.7.26.결정,10진정0024200․10진정0040200․10진정

0073800․진정0199400병합 산불감시원 개인 치정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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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용이익이 취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그리고

치정보의 수집은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취업자에게 치확인 정보의

수집을 고지하여야 한다(제1항).그 외 사용자는 자동차 등 동산의 보호

를 해 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취업자가 허용된 방법으로

그 동산을 이용하거나 리를 하고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치확인 정보도 목 상 더 이상의 장이 필요하지 않거나 취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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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동법제 내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해석

제1 근로기 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규정

I.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의 개인정보 리의무와 삭제의무

사용자가 보 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로 본래의 목 을 달성하

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제1항이 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 따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기)로 사용자는 “보유기

간의 경과,개인정보의 처리 목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기하여야 한다.다만,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이에 따라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기할 때에는 복구 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제2항)만일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

와 분리하여서 장․ 리하여야 한다(제3항). 기 기간에 해서는 시

행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인사노무가이드라인에서 5일을

권고하고 있다.인사노무가이드라인은 채용 형-고용유지-고용종료 단

계별로 사용자가 입사지원자,근로자 퇴사자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채용 형 단계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용자는 탈락자

의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만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과태료)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

게 되고 만일 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 을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실제로 하 심 례로

입사지원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용자가 입사지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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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지 한 사례가 있다.195)“갑(甲)등의 입사지원자들이 온라

인 입사지원 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 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데,

병(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 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

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속하여 갑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입사지원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갑 등은 을(乙)회사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사안에서 법원은 을 회사는 불법행 책임으로

갑 등에게 정신 고통에 한 자료를 지 할 의무가 있다고 시하

다.당시에는 민간부문도 아울러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구(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제9조(개인정보의 안 성 확보 등)제1항의 내용인 “공공기 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출․변조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 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는 규정과 동법 제22조(공공기 외의 개인 는 단체의 개인정보보

호)의 “공공기 외의 개인 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 의 에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용하여 을 회사에게 정보주체인 입사지원

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그 목 에 반하여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

록 당시의 기술수 에 부합하는 보안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인정하

다.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의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공공

기 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의 성격을 도출해 낸 다음 민간기

업에게는 사법상의 불법행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

하여야 한다.그러나 근로자의 경력증명에 한 개인정보는 보 할 필

요가 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39조(사용증명서)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 와 임 ,그 밖에

195)서울고등법원 2008.11.25.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결 [손해배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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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에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 로 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따라서 사용자는 의 사항 등을 보 을 하여야 한다.

단,제39조 제2항은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을 것을 규정한다.근기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는 사용증

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하며,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

문에 사용자는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 할 의무가 있다.3년 경과 후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와 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지만 3년 이

상 보 하고 싶을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야 한다.

근기법 제103조(근로감독 의 의무)는 ․퇴직 근로감독 이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엄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통신비 보호법｣제11조

(비 수의무)제3항은 련 공무원(제1항)과 련 통신기 의 직원(제

2항)외에 구든지 동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공개하

거나 설해서는 안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사용자의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설에 해서는 근기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설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벌칙)제5호에 따라 동법 제59조( 지

행 )제2호를 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하게 된다.｢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제5호는 반드시 사업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

의 개인정보를 취 한 임직원과 견근로자 개인정보 수탁자에게도

용된다.196)

196)이창범,앞의 책,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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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근로자의 SNS사용과 징계의 정당성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업무시간 내 근로자의 SNS(SocialNetwork

Service)사용이다.SNS가 청장년층을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됨에 따라 업무시간 내에도 종종 근로자들은 SNS를

사용한다.그런데 회사 계정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시간이 짧

고 Bic볼펜의 비유와 같이 그 수단의 업무상 이용과 사 이용을 딱히

구분하기 힘들지만 SNS의 경우 마 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때를 제외

하고는 으로 사 인 목 을 한 것이며 이용시간이 부분 짧지

않다.따라서 원칙 으로 업무시간 내의 SNS사용은 지되며 과도한

사용은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업무시간 외 근로자의 SNS사용은 자유이나 그 내용이 회사

의 운 방식에 한 비 이거나 사용자와 회사의 명 를 훼손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것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이다.

특히 폐쇄형으로 친분이 있는 일정한 범 의 사람에게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쟁 이 될 수 있다.그리고 업무시간 내외를 불문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SNS의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 근로자를 감시하

는 것인가 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사용자

가 근로자의 SNS 사용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기 해서는 근로자의

SNS 속에 한 사용기록을 알아야 하고 이는 일종의 자감시에 해

당한다.그러나 사용자의 정당한 노무지휘권 한 인정되어야 하기 때

문에 근로자의 동의 등 국내법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고 그 목 과 수단

의 비례성 원칙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업무시간 업무 외 목 의 인

터넷 사용에 한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따라서 업무시간 과

도한 SNS사용이 발될 시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단,징계

양형의 성은 별도의 문제이다.그러나 업무시간 외 근로자가 SNS

에 작성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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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자감시에 해당한다고

단된다.그 다면 업무시간 외의 근로자의 SNS사용으로 회사와 사

용자의 명 가 훼손되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소수

에게만 공개된 내용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이때는

형사소송법상의 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197) 용하여 징계처분을 내

릴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SNS이용의 남용에 한 징계 사례

를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징

계의 정당성 심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SNS에서의 게시는 근로자의

사생활과 한 련이 있다.근로자의 사생활과 련한 비행이나 범

법행 는 사용자의 “사업 활동에 직 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 평

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고 한다.198)호주 역시 SNS와 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인 ‘공정근로법(FairWorkAct2009)’에 따

라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아래에는 호주에서 근로자의

SNS사용에 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툰 결례이다.199)

먼 근로자의 SNS사용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로는 근로자가

페이스북에서 임 의 격차에 해서 험담을 한 경우로서 비록 사용자의

성명이 언 되지 않았고 의 공개범 가 몇몇 동료 근로자들에게 한정

되어 있었지만 본질 으로 인 것으로 단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200)그리고 사 인 용도로 배정되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197)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법수집증거의 배제) 법한 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98) 법원 1994.12.13.선고 93 23275 결 [부당해고구제재심 정취소];김유성

(2005),앞의 책,p.262.

199)AnthonyForsyth,“A ThinWallofPrivacyProtection,withGapsandCracks

:Regulation ofEmployees’PersonalInformation and Workplace Privacy in

Australia",ProtectionofEmployees'PersonalInformationandPrivacy,Wolters

Kluwer,2014,pp.28∼31.

200)O’Keefev.WilliamsMuir’sPtyLtd[2011]FWA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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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로자들과 온라인상에서 과도하게 화를 나 것도 정당한 해고

로 인정되었으며,201)그리고 근로자가 페이스북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사용자의 주요 주주들을 상으로 비난을 한 경우 정당

한 해고로 인정되었다.페이스북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해서 몰랐다

는 항변은 그가 고 페이스북을 종종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202)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출입국 리사무실의 구 시설

정책에 해 익명으로 비난한 이민국의 공무원에 한 해고도 호주의

공무원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단하 다.여기에는 공무원의 업무 외의

공공의 발언도 포함된다.호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 표 의

자유는 무한정이 아니며,해당 공무원이 그의 700팔로워들에게 트윗하

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203)

반 로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은 사례들을 보면,호주 항소법원은 사용

자의 고객을 포함한 친구 공개로 되어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근로자

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경고와 크리스마스 상여 을 주지 않는 것에

해 불평을 한 경우,그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라 하더라도 해고

를 정당화할 만큼 사용자의 사업에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니라고 단하

다.204)그리고 자동차 매 의 사장의 부인에게 페이스북의 채 으로

사장에 한 불만을 터트린 경우,해당 회사의 SNS정책은 사 인 이

메일의 사용과 같이 이러한 통신을 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

한 해고라고 인정되었다.205)특이한 로 페이스북에서 리자에 해

인종 인 경멸과 성 으로 공격 인 발언을 하 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

지만 그 해고는 가혹하며 부당하며 이유 없는 것이라 단 받아 해당

근로자가 복직된 사례가 있다.여기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고 좋

은 인사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의 발언이 페이스북상의 170명의 친

201)Margelisv.AlfredHealth[2012]FWA5390.

202)Littlev.CreditCorpGroupLimited[2013]FWC9642.

203)Banjeriv.Bowles[2013]FCCA1052.

204)Fitzgeraldv.DiannaSmitht/aEscapeHairDesign[2010]FWAFB1422.

205)Wilkinson-Reedv.LauntoyPtyLtd[2014]FWC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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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게만 공개되었다는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 다는 ,

그리고 해당근로자가 그 발언을 리자가 보기를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는 이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회사의 근로자에 한 SNS사용에

한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도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206)

호주의 례를 검토하여 보면 먼 회사의 운 방침에 해 비난을

하거나 사용자의 명 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소수에게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에 의해 다시 쉽게 타인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행 일 경

우에는 법성이 조각되어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소수의 동료들에게만 공개하 지만 사업에 본질 인 을 가한 사안

과207)내용이 동료근로자들에 한 성희롱과 주주들에 한 비난이었던

사안은208)징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징계는 근로자들에게

가하는 징벌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행 규범으로 삼기 해서는 객

이고 측이 가능해야 한다.따라서 징계규정은 취업규칙 는 단체

약 등을 통해 미리 공시가 되어야 한다.209)이런 에서 기업 내

SNS규정에 한 규정이 부족하거나210)존재 않는 경우에211)근로자의

해고를 부정한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출입국 리사무실의 구 시설 정책에 해 익명으로 비난한

사안은212)그가 비록 공무원으로서 국가정책에 해서 좀 더 주의해야

했지만 표 의 자유는 국민의 본질 인 기본권이기에 그 제한에 신 을

기해야 한다.따라서 해고의 징계는 양형에서 부당하고 단된다.만일

이 사안을 우리 법제에서 그 로 용을 해 본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5

206)LinfoxAustraliaPtyv.Stutsel[2012]FWAFB7097.

207)O’Keefev.WilliamsMuir’sPtyLtd[2011]FWA5311.

208)Littlev.CreditCorpGroupLimited[2013]FWC9642.

209)김유성(2005),앞의 책,p.262.

210)Wilkinson-Reedv.LauntoyPtyLtd[2014]FWC644.

211)LinfoxAustraliaPtyv.Stutsel[2012]FWAFB7097.

212)Banjeriv.Bowles[2013]FCCA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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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치운동의 지)를 먼 용해 볼 수 있으나 본 조항은 정치단체

의 결성 는 선거개입에 한정되기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일반 인 공무원의 정치 는 정책에 한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제58조(복종의 의무),그리고 제64조( 리업무 겸직 지)

에서 도출되는 직무 념의무의 배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213)그러나

공무원의 이러한 직무 념의무 반은 제로서 ‘공익에 반하는’성질을

지녀야 한다.214)따라서 본 사안의 출입국 리시설의 구 시설에 한

비 견해는 공익에 반하는 성질을 지니지 않으므로 우리 법제에서도

그 징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III.사택 기숙사 등에서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보장

근기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 는 사

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15)이에 해 명문 그 로 부속 기숙사에 거주

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216)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보장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보

호 규정이라는 견해와217)기숙사의 생활은 근로시간 외이기 때문에 근

213)공무원의 직무 념의무에 해 헌법재 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제64

조,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0조,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헌법재 소

1995.5.25.91헌마67결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한 헌법소원]참조.

214)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직무 념의무에 반되는지 여부에 해 공익성을 주장

하는 논문으로 송강직,“공무원인 근로자의 정치활동과 언론의 자유”,｢노동법논총｣

제29집,한국비교노동법학회,2013,pp.381∼382참조.

215)｢개인정보보호법｣의 많은 규정들에 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제71조 내지 제

76조)이 있으나 근기법 제98조 제1항에 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이

는 사생활의 침해라는 행 태양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 형벌로 처벌하기가 곤란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따라서 동 조항이 침해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의 일반

불법행 손해책임만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다.

216)김형배,｢노동법(제21 )｣,박 사,2012,p.538.

217)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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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는 당연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노무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을 확인하는 견해라는 것이218)유력하게 주장된다.기숙사에서의 근로자

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과 사용자의 노무지휘의 역 바깥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라고 생각된다.그러나 기술의 발 에 따라 규범은 재해

석될 수 있다.과거의 인 감시에 국한되던 시기에는 기숙사에서의 감

시 배제는 사용자의 일체의 인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생활보장

성격,즉 노무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을 확보한다는 성격이

강했다.하지만 재에는 기숙사와 사택에 범죄 방 등의 목 으로

상정보처리기기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219)이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외의 자유 역을 침해하는 성격은 아니다.그

러나 사용자가 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기숙사 는 사택 내의 근로자

의 행동을 찰하는 것은 근로시간 외이기 때문에 자노동감시는 아니

지만 다른 의미의 사생활에 한 감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98조 제1항은 명문 로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보장하는 성격을 가

진다고 단된다.

근로자의 개인 상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의 한 종류이다.따라서

의 경우처럼 기숙사와 사택에 사용자가 CCTV 등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근로자의 상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용을 받아야 한다.기숙사와 사택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법 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 제한)가 아닌 일반원칙으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의 용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기숙사와 사택에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목 은 본래의 목 인

218)노동법실무연구회,｢근로기 법주해(III)｣,박 사,2012,p.575.

219)근기법 제98조 제1항은 기숙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기숙사에는 사택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이 운 하고 있는 연수원도 일정 기간 숙박을 한다면

기숙사에 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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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화재 방에 국한되어야 하고 근기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

장)제1항의 명문 로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기숙사와 사택에

해서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상황

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경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래 기본권

의 경합은 “기본권의 주체가 하나의 사안에서 국가에 하여 2이상의

기본권의 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가에 한 이들 기본권들

의 계”를 의미하지만220)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일반 으로 사인의

제3자효를 인정한다.따라서 사인효(제3자효)를 인정하는 이상 국민과

국가 간의 계는 아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생활의 비 과 자

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기본권의 경합이 일어난다.기본권의 경

합이 일어날 경우 어느 기본권을 인용할 지에 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

지만 헌법재 소는 “사안과 가장 한 계에 있고 그 침해의 정

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221) 의 사안은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의 교집합에 해당한다.이 사안

에 보다 한 기본권을 생각해보면 사생활의 비 과 자유라고 단된

다.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주로 업무와 련된 것이라면 기숙

사와 사택에서의 기본권 침해는 사용자의 노무지휘의 역과는 동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보다 더 하다.그 기에

근기법 제98조 제1항도 명문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을 규정한 것이라 생

각된다.그리고 사생활이 비 과 자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는 보

다 근로자의 내 한 역에 가까운 것으로 해당 사안에 일치한다고 생

각된다.222)

220)정종섭,앞의 책,p.385.

221)헌법재 소 1998.4.30.95헌가16[출 사 인쇄소의 등록에 한 법률 제5조

의2제5호 등 헌제청]결정.정종섭, 의 책,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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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단체교섭에서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교섭

I.노동조합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권한의 유무

이상 근기법에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정이 미흡하여 부

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을 사용자와 근로

자의 계에 포섭하여 용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따라서 법률

이 직 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용자

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집단 교섭을 통

해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내용을 단체 약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개인정보처리에 한 내용이 단체교섭의 상이 되기 해서는

먼 개인정보에 한 사항이 근로조건인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노

동조합법 제29조(교섭 체결권한)제1항은 단체교섭의 상은 노동조

합 는 조합원을 한 것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다만 일반 으로 단체교섭의 상으로 “개

별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지 를 정하는 의의 근로조건사항과 노동조

합에 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다시 그 세부 인 사항은 노사자치의

원리상 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열린 구조로 두고 있다.223)근로자 개인

정보의 개별성을 생각한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은 노

동조합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단체교섭의

상이 될 수 있다.

먼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은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견해를 살펴

보면 근로조건이란 교섭이 가능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불투

명하다는 과 개인정보처리에 한 권리는 인격권이기 때문에 처분 불

가능하여 타인이 교섭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224)그러나 근로자의 의

222)근로자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경합은 ｢개인정보보호

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23)김유성(1999),｢노동법II( 정 )｣,법문사,1999,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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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시가 불투명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개인정보에 한 권리가 인격권이어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논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가 헌법 제37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열거되지 아니한 독립된 기본권이라는 을 제

로 하면 역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그 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행

노동법에서 근로조건의 개념에 해서 명시 으로 정의내린 규정을 살

펴보면 그런 조문은 없다.다만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1항

에서 임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 휴가,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취

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한 사항,취업규칙의 필요 기재사

항으로 동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제1호 내지 제12호까지의

규정,그리고 기숙사 규칙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일 뿐 이것이 근로조건의 부는

아니다.그 다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시조항들과

필연 으로 결부되어 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한 근로조건

이라 생각된다.역설 으로 한국철도공사가 개발한 사 자원 리시

스템인 코비스에서의 입력된 개인정보들이 근로자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들이 바로 근로

조건임을 알 수 있다.즉,근로자의 가족구성원에 한 사항은 수당으

로,학력에 한 사항은 호 으로,신체치수는 작업복 등 물품지 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출업무와 같은 복리후생으로 연결되는 등 모두 근로

조건과 련되어 있다.

개인정보에 한 사항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의 상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제 그 성격이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 표에게 그 정

보의 처리에 해서 임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앞

서의 다른 견해는 개인정보는 인격권과 결부된 일신 속 사항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이 불가능하여 단체교섭의 상이 될 수 없다고 본

224) 윤구(2014), 의 논문,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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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5)그러나 개인정보에 한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권

리의 임과 양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양자의 성격은 달라서

견해에서 개인정보에 한 권리가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처분을

양도로 본 것이고 동의 등 근권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에 한 권리

의 임과 양도는 구분되어야 한다. 임에 따른 리는 본인의 이익을

한 것으로 수임인인 근로자 표는 ｢민법｣제681조에 따른 수임인의

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만일 노동조합이 선 의무를 반할 경우는

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리권의 남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리행 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

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

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것은 동의권이 양도가 아닌 임의 형

식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정보에 한 정보주체의 권

리를 인격권이 아닌 헌법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열거되지 아니한 기

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

보의 성격에 따라 인격과 하게 련은 되어 있으나 인격권 그 자체

는 아니기 때문에 인격권의 처분에 한 논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고,동의

권 등 개인정보에 한 근로자의 권리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표에게

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리하여 사용자와 근

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다.그리고 논리의 연

장선상으로 단체 약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리하여 근로자의 개인정

보 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근로자의 개별 인 임이

있다면 그를 리하여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잘못된 정보

에 해서는 처리 지 삭제 등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

225) 윤구(2014),앞의 논문,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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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기타 리 외의 개인정보 근에 한 노동조합의 조력도 단체

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개인정보보호법｣제38조(권

리행사의 방법 차)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권에 한 권한은 리인을 선임하여

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ILO의 1997년 실무지

침 제11조 제5항이 근로자는 개인정보 근권을 도와 근로자 표 는

동료 근로자를 지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물론 노동조합이 이 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근하는 것도 근로자

에 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리에 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등의

요건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인 동의 등을 받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설하 을 경우 사용자와 동일하게 ｢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벌칙)제5호의 벌칙을 받아야 한다.

II.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제공의무와 성실교섭의무의 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성실교섭의무를 진다.이러한 성실교섭의무에 해서 구

체 인 내용을 노동조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으로 사용자

의 정보제공의무가 포함된다.226)왜 성실교섭의무에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가 포함되는지에 해서는 “성실교섭의무의 인정취지가 근로조건

등 교섭사항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입장차를 교섭과정 내의 의견 교환

과 설득을 통해 조율하고 극단 인 실력행사까지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

는 데”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227)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226)김유성(1999),앞의 책,p.145.

227)장우찬,“단체교섭에서의 정보제공의무”,｢노동법학｣제45호,한국노동법학회,

2013,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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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종류에는 기술도입이나 인사배치,그리고 장기발 계획 같은

경 정보뿐만 아니라 여,복리후생 인사평가와 같은 근로자의 개

인정보들도 포함한다.개인정보에 한 사항은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

고 단체교섭의 주요 목 은 근로조건에 한 단체 약의 체결이다.따

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단체교섭을 해서 필요한 경우 근

로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

도출된다.우리 례도 기업 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양도인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인 해당 사업장의 노조원 명단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고 시하 다.228)그러나 본 결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

법｣의 제정 이 에 시된 것으로 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가입 여

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제3자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

지 못한다.그 다면 사용자가 단체교섭 시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개인

정보에 한 열람 등을 청구 받았을 때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응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성실교섭의무 반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 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에 한 사항이 교섭사항이고 사용자가 이에 한 성실교섭의

무를 반한다면 당연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 에 해

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개인정

보는 근로자의 업무와 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 것처럼 노동조합

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이 을 요구하면서 그 정보가 단체

교섭과 련성이 있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앞서의 행정법

원의 례 역시 노동조합의 개인정보 요구는 단체교섭에서 교섭 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이 있을 것을 시하고 있다.229)

228)서울행정법원 2008.4.3.선고 2007구합31560 결 [재심 정취소].패소한 사용

자(원고)가 항소와 상고하 지만 서울고등법원 2009.1.8.선고 2008 10999 결

과 법원 2009.5.28.선고 2009두2382 결에서 1심 결이 그 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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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기타 법률에서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I.근로자참여법상 노사 의회 의사항으로의 개인정보

유일하게 노동법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보호’규정으로 꼽히

는 것으로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의사항)제1항은 노사 의회의 의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14

호).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의 수단으로서 감시설비에 한정되어 있고

의사항일 뿐 사용자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노사

의회는 노동조합보다 근로자에 한 보다 더 많은 사항을 사용자와

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노사 의회제도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

참가 등 경 반에 해서 사용자와 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230)

그리고 단체 약이 원칙 으로 노동조합원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에

비해 노사 의회의 의 의결 내용은 사업 는 사업장 단 체의

근로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에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의 인 범

를 더욱 확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그런데 지 까지는 노사 의회의 의사항으로 감시설비에 한 제14

호만을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으로 여겨왔다.231)그러나 제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계와 기술의 도입 는 작업공정의 개선은

사 자원 리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자동처리시스템을 의미

하기도 한다.따라서 이에 한 의사항인 제9호도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근로자 표의 여에 한 해외의 입법례를 보

229)서울행정법원 2008.4.3.선고 2007구합31560 결 [재심 정취소].장우찬,앞의

논문,p.115.

230)김유성(1999),앞의 책,p.429

231)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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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랑스 노동법은 사업 내 신기술 도입과 련하여 종업원 원회와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신기술 도입 자체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처

리와 련이 없을지 모르나 그 기술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자동 처리

하는 것이거나 노동감시와 련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이해 계가 얽

있기 때문에 근로자 표의 여가 필요하다. 랑스 노동법

L.2323-13조는 사용자가 “고용과 격성,보수,훈련이나 근로조건에

향을 미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한 요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종

업 원회에 사 에 고지를 하고 의할 것을 규정하며,L.2323-14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요하고 격한 기술 변화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이

계획에 한 정보와 의과정은 신기술 도입에 한 다른 정보들과 함

께 종업원 원회에 달하여야”하고,동조 제3항은 종업원 원회는

“이러한 ( 응)계획의 실행에 해 정기 으로 정보를 받고 의”할 권

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그리고 L.2323-32조 제1항은 종업원 원회

는 새로운 기술의 “운용 에 입사지원자의 채용과정에 사용될 방법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해서도 고지”받을 권리가 있으며,동조

제2항은 “인사경 에 있어 자동화 처리기능을 사업에 도입하거나 그것

을 변경할 때에도 고지”받을 것과 동조 제3항은 “근로자의 활동을 감

독하는 수단이나 기술을 도입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사 에 고지 받고

의”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II.산업안 보건법상 달되는 근로자 건강정보의 항목

1.업무와 련 없는 근로자의 질병정보 제공

｢산업안 보건법｣제43조(건강진단)제1항과 제2항은 사용자의 근로자

에 한 검진의무를,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건강검진을 받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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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 건강진단

기 은 제4항에 따라 진단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달한다.단,제

3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건강진단기 에서 건강검진을 하 을 경우

근로자는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여기서 건강진단

기 에게 사용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

보의 제공)가 용된다.일단 ｢산업안 보건법｣제43조(건강진단)제4항

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3자로의 정보 이 이 법률상 가능하나 건강검

진에는 업무와 련이 없는 질병까지도 같이 검진된다는 것이 문제이

다.특히 질병에 한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가 규정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질병정보의 성격에

해 헌법재 소는 4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보

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한 사안에서 질병정보의 민감성에 해 “질

병명은 내 한 사 역에 근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타인의 지득,외부에 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 한 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설시한 다음 심 상 조

문에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32)따라서 질병이 드러나는 근로

자의 건강검진에 해서 질병명이 포 으로 무 드러나는 것에는 제

한이 있어야 한다.간단한 피검사 하나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질병이 체

크 가능한 상태에서 업무와 련되지 않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근로자

에게는 당사자의 건강을 해서는 알릴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불

필요한 단을 방지하기 해서 알려서는 안 된다.｢산업안 보건법｣

제43조 제7항이 “사업주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

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232)헌법재 소 2007.5.31.2005헌마1139[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공개에

한 법률 제3조 등 헌확인]결정.다만,본 결정은 2005.7.21.2003헌마282[개인

정보수집 등 헌확인]결정과는 달리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명시하는바 같은 개인정보처리에 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달리

하는 혼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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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사용자가 업무와 련이 없는 근로자의 건강정

보에 해서는 원천 인 수집이 지되어야 한다.그러나 ｢산업안 보

건법｣제43조 제4조에서 임한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의 보고 등)

제3항에 따라 실제 건강진단기 에서 사용자에게 달되는 일반건강진

단 결과표와 필요에 따른 특수․배치 ․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의

항목을 보면 업무와는 련 없는 일반질병 코드 A～Z까지 모두 포함되

어 있으며 그 코드 Q는 선천성 기형,변형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 정보를 담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인 ‘고용 리에 한 개인정

보 건강 리 처리에서의 유의사항’제34.(4)는 HIV감염과 B형 간

염 등 직장에서 감염되거나 만연할 가능성이 낮은 감염증에 한 정보

와 색각 검사 등의 유 정보에 해서는 직업상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ILO의 1997년 실무지침 제6조 제7항은 건강정보의 활용

에 해서 업무 련성과 산업안 ,그리고 사회보장에 국한하여 사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즉,근로자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단하기 해,직업상의 보건과 안 을 해,그리고 사회보장 여의 지

을 해서만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원칙 으로 사용

자가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지한다.이어서 동 실무지침 제10조

제8항은 건강검진의 경우 사용자는 특정한 고용상의 결정과 련한 결

과물에 한하여 통지받아야 한다.그리고 제10조 제9항은 원칙 으로 이

러한 건강검진 결과물은 생래 인 유 자 정보와 같은 의료정보를 포함

해서는 안 된지만,근로자의 보직에 합한지 확인하기 해 그리고 보

직과 의학 으로 맞지 않는 근로조건을 시하기 해서는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ILO는 ‘1985년 산업보건 리에 한 권

고(OccupationalHealthServicesRecommendation1985(No.171))’를 발

표하 는데,권고 제12조(2)는 “특정 업무의 험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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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강에 한 향을 조기에 발견하기 해 근로자의 건강에 한

정당하고 일반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생리 검사를 실시한다면,근로

자의 동의 아래 구체 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업무상 질병을 방하기 한 검진을 허용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제로 하고 있는 것이

다.

2.건강정보 유 정보 달에 한 험성

달되는 검진결과 유 정보는 엄 히 말해 질병이라고 볼 수 없

으며 색각 등의 증상은 수행하는 업무와 련이 없다면 크게 일반 업무

에 지장을 주는 장애도 아니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유 인 특성은

일종의 낙인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가져올 우

려가 크다.｢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른 시

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 )도 이러한 유 자검사 등의 결과 얻어진

유 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들고 있다.따라서 유 정보

의 달은 원칙 으로 지하되 매우 엄격한 외 아래 사용자에게

달되어야 한다.

우선 유 자검사와 유 정보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법｣ 노동법에서는 유 자검사에 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생명윤리

법 제2조(정의)제15호가 유 자검사를 “인체유래물로부터 유 정보를

얻는 행 로서 개인의 식별 는 질병의 방․진단․치료 등을 하여

하는 검사”라고 정의한다.‘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

취한 조직․세포․ 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청, 장,염색체,DNA(Deoxyribonucleic acid),RNA(Ribonucleic

acid),단백질 등”을 말하며(제2조 제11호),‘유 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 특징에 한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

14호).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로 ‘개인정보’의 정의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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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생명윤리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유 정보 는 건강

에 한 정보 등 개인에 한 정보”를 뜻한다(제2조 제18호).다시 ‘개

인식별정보’란 “연구 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는 인체유래물의 기증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

2조 제17호).

유 자는 평생 변치 않으며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함부로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 정보

주체인 근로자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특히 특정 질병

에 해서 ‘민감성’ 는 ‘감수성’정도를 미리 알려 다는 명목으로 ‘

측성 유 자검사(Direct-To-ConsumerGeneticTestService)’가 상업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233)따라서 각국의 입법에서는 유 자검사에 한

원칙 지를 규정하고 있다.생명윤리법도 제50조(유 자검사 등의 제

한)제1항에서 “유 자검사기 은 과학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 상

자를 오도(誤 )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 이나 성격에 한 유 자검사

는 그 밖에 국가 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자검

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유 자검사의 동

의)제1항은 유 자검사 상자로부터 검사 상물의 채취에 해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다.유 정보는 워낙 개인 인 특수성을 띠고

있는 정보여서 유 자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3조(기본원칙)

제3항에서 연구 상자의 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다.즉,“연구 상자 등

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

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

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근로자와 련되는 내용으로는 먼 생명윤리법 제46조(유 정보에

의한 차별 지 등)제1항에서 “ 구든지 유 정보를 이유로 교육․고

233)백수진,“유 자검사 련 법률 황 문제 ”,｢생명윤리포험｣제2권 제3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2013,p.8.본 논문은 이러한 유 자검사가 마치 새로운

사주팔자와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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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조항으로 보아 반드시 고용(채용)뿐만 아니라 승

진,보직이나 해고 등 인사사항에 있어서 포 으로 용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생명윤리법 제46조(유 정보에 의한 차별 지 등)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든지 타인에게

유 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 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그 다면 만일 사용자가 업무 련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유 자검사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따를 법령

상 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먼 ｢산업안 보

건법｣제43조(건강진단)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하기 하여 근로자에 한 건강진단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동조 제3항

에서는 이러한 수진을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 사업주는 근

로계약상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안 을 도모할 부수 인 의무가 있

으므로 이에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에 조할 의무가

있다.수진의무에 따른 건강검진의 항목으로서 필요에 따라 유 자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령상이나 계약상,사업주가 근로자의 생

명과 안 을 해 유 자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그

러나 유 자검사가 근로자의 업무와 한 련성이 있다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법｣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항을 용하여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유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의 용을 받

으나 동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입증책임은 제15조(개인정보의 수

집․이용)제1항이 규정하는 일반 인 개인정보에 국한하기 때문이다.입

법의 흠결로 보이며 일반정보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개인

정보보호법｣상 많은 규정들에 벌칙조항이 있으나 제16조 제1항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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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이 없어 용을 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법 제46조(유 정보에 의한 차별 지 등)제3항에

서 “의료기 은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에 따라 환자 외

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진료기록 등에 유 정보를 포함시켜서

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치료를 목 으

로 다른 의료기 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한 조치를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제21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 기 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의료기

은 원칙 으로 제3자인 사용자에게 달하는 의무기록 진료기록에

유 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그러나 생명윤리법 제4조( 용범 )제1

항이 “생명윤리 안 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타법에 다른 규정이 있

으면 그 법을 용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안 보건법｣제43조(건강진

단)와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의 보고 등)가 우선 용된다.하

지만 생명윤리법 제46조 제3항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진료

기록에 유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입법 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 으로 볼 때 독일은 ‘인간 유 자검사에 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동법에서 취업자의 유 자검사에 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일

반법인 연방정보보호법과는 달리 사용자와 취업자의 범 부터 다른데 취

업자를 민간분야의 취업자와 연방 공무원, 사,군인 체복무자 등

공법 계가 용되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후자는 별도의 규정을 용하고

있다(제3조 제12호).그리고 사용자의 정의를 보면 직 고용뿐만 아니

라 견근로의 경우 견사업주와 가내근로자의 사용자도 포함하고 있다

(제3조 제13호). 견근로자의 경우 실질 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견사업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가내근로자의 경우도 사용자와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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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한정되는 한 근로 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 으로 민간분야의 취업자에 한 규정을 살펴보면,사용자는 취

업 계의 성립 후를 불문하고 취업자에게 i)유 자검사 는 분석의

실시 는 ii)이미 행해진 유 자검사 는 분석 결과의 달 요청과 이

러한 결과의 수취 는 사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즉 원칙 으로

취업자에 유 자검사는 지된다(제19조).이는 산업안 보건의 측면에

서도 동일하여 원칙 으로 노동의학 방검진의 범 내라도 제19조

의 유 자검사 실시 등의 요구는 지된다(제20조 제1항).그러나 외

으로 특정 업종 는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 질환 는

한 건강상의 장애원인 는 공동원인이 되는 유 소질을 확인하기

해 필요한 경우에는,노동의학 방검진의 범 내에서 진단 유

자검사가 허용된다.다만,노동의학 방검진의 일부로서 유 자검

사는 다른 산업안 보건조치보다 후 에 있다(제20조 제2항).즉,업무

상 질병의 방을 해 외 으로 허용하되 다른 안 방법이 있다면

유 자검사가 아닌 그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 으로 승인된 학술 기술의 상태에서 볼 때 다음의 3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취업자의 건강에 유

해한 특정 업무에 해 노동의학 방검진의 범 내에서 진단 유

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3가지 요건은 i)진단 유 자검사로 특정

업종 는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 질환과 한 건강상의

장애 원인 는 공동원인이 되는 법규명령에 열거된 유 소질이 확

인될 수 있고,ii)취업 시 질병 는 건강상의 장애가 특정 업종 는 업

무에 의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iii)유 소질을 확인하는 데 각

유 자검사가 하며 취업자에게 배려된 검사방법인 경우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의학 방검진의 일부로서 유 자검사는 다른 산업안

보건조치보다 후 에 있다(제3항).제2항이 이미 확정된 업무상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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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원인으로서 유 소질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제3항은 보편 으로

공인된 학술 기술 수 에서 이러한 질병의 원인으로 유 소질

이 의심될 때 가장 침습 이지 않는 방법으로 유 자검사를 할 수 있다

는 규정이다.

연방 공무원, 사,군인 체복무자 등 공법 계가 용되는 자들

에 한 규정은 동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이들을 다시 3분류하

여 연방의 공무원, 사,군인 체복무자에 하여는 취업자에게

용되는 의 일반 인 규정 모두를 용하고,공법상의 복무 계에 지

원한 자 는 공법상의 복무 계가 종료된 자에 하여는 구직자 는

취업 계가 종료된 자에게 용되는 규정만을 용한다.그리고 연방

기타 청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연방 직속의 공법상의 단체,기

재단에 하여는 사용자에게 용되는 규정만을 용한다.

일본은 ‘직업안정법 노동자 견법’의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된 ‘노동

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행동지침’의 제2.의 6.(1)에서 사용자는 원칙

으로 유 자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규정을 보면 ILO의 1997년 실무지침 제6조 제12항은 국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 한 유 자검사를 원칙

으로 지하고 있다.그 이유에 해 실무지침에 따른 해설서에서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유 자검사는 유 자 구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험을 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유

자검사의 정당화 근거가 되지만 유 자검사는 근로자의 미래에 미칠

향을 포함하는 지극히 개인 인 정보를 폭로하는 성격 한 있다.따라

서 근로자의 유 자검사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그

리고 유 자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검사의 필요성이 명확한 외 인 이

유여야 하고 다른 안이 없어야 한다.234)유네스코는 2003년 10월 16일

‘인간 유 자 데이터에 한 국제선언’을 발표하 는데 제14조(b)에서

234)ILO,앞의 실무지침,commentary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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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공공의 이익을 해서는 유 정보와 단백질 유 정보에 제한

으로 근하는 것이 허용되지만,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자유롭고,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정보주체의 명시 인 사 동의를 받지 않았

다면 제3자,특히 사업주,보험회사와 가족들은 유 정보 등에 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동 선언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 정보

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한 련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진의의 명시 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유

자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단,채용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조건

으로 유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채용 인 단계라면 유

정보의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

다고 생각된다.

3.알코올 약물검사의 실시 여부

알코올 약물검사의 실시에 해서는 국내법상 어떤 규정이 존재하

지 않는다.따라서 법령상 근로자의 수진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근

로계약상 근로자의 업무와 약물검사가 한 련성이 있다면 근로자

는 계약상의 부수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다만 역시 업무 련

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사용자가 알코올 약

물검사와 업무와의 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검사를 강요

하여 실시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해 이에 한 민사상 불법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앞서의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행동지침’제2.의 6(3)

에 따라 약물검사 역시 원칙 으로 지하는데 단,특별히 직업상의 필

요성이 있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외 으로 할 수 있

다.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한 약물검사에 해 ‘장

애인차별 지법(Americanswith DisabilitiesAct,ADA)’§12114(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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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있다.235)ILO는 1996년에 ‘사업장에서의 알코올과 약물 리에

한 실무지침’과 1993년에 ‘사업장에서의 약물과 알코올 검사에 한

지도 원칙’을 발표하 다.

III. 견법과 직업안정법상의 정보제공자의 비 수의무

앞서 근로자의 업무와 련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

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달하는 경우와 법

률상의 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해 취업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구인 사업주에

게 제공하는 경우를 들었다.그러나 근로자 견에 한 노동법인 ｢ 견

근로자보호 등에 한 법률｣은 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 으로 하지만(제1조)구체 으로 견근로자의 개인정보보

호에 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동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제2항

에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견계약 체결 시 견근로자에 한 차별

처우를 방지하기 해 견사업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

하고 있고 이 정보의 범 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 방법)을 보면 해당 항목으로 견근로자의 임 ,근로시간,휴

게시간,휴일과 휴가,연장․야간․휴일근무,안 보건,복리후생시

설의 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견사업

주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견근로자의 부당한 차별처우를 막기 한 것

이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것은 아니다.역으로 견법

제27조(사용사업주에 한 통지)에 따라 “ 견사업주는 근로자 견을

할 경우에는 견근로자의 성명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

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행규칙 제

13조(사용사업주에 한 통지사항)은 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

235) ADA의 약물검사 지에 한 내용은 Media Law Resource Center,

EmploymentLibel& PrivacyLaw 2012,OxfordUniversityPress,2012,pp.9～

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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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해석상 견사업

주가 사용사업주에게 달해야 할 직업능력은 견업무와 련한 사항

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사용사업주와 견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설하 을

경우 일체의 처벌이 없다는 이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제5호의 벌칙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이는 ｢직업안정법｣제42조(비

보장 의무)가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 모집 는 근로

자공 사업에 여하 거나 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는 사용자에 한 비 을 설하여서는 아니”될 것과 이를 반 시

48조(벌칙)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할 것을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제5호에

의해 양 사업주의 근로자 개인정보 설에 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별

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종속성을

매개로 한 고도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개인

정보보호법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해당 조문을 어느 편제에 속하게 할 것인지에

해서는 입법의 재량 역이지만 해당 근로자의 근성을 생각하면 견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 된다.다만 형량에 해서는 ｢직업안정법｣의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보다 낮은 바 양자를 동일하게 하거나

양자 모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36)

236)그 외 견과 직업소개에 있어 견사업주와 직업소개업자가 달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사용사업주 등이 수하는 순간 이를 채용면 으로 간주하여 채용과정

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해서는 강희원,｢노동헌법론｣,

법 사,2011,p.33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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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로자개인정보보호를 한 행법의 보완

제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과 보호법익의 명확화

I.개인정보보호법제 통합의 의의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심으로 통신비 보호법 등 련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에 용시켜 보았을 때 도출되는

문제 들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련된 노동법의 해당 내용

들을 검토해보았다.이에 한 결론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사용자

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에 한 진

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확 되어 가고 있는

자노동감시에 해서는 입법의 미비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단이다. 행 노동법에서의 련 내용은 입법목 이 근로자의 개인정

보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론으로 최 한 보호에 을 맞추었지만

그래도 한계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해석론을 넘어 궁극 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입법론의 제시에 이

르게 된다.

이를 해 먼 제의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 개정이다.｢개

인정보보호법｣은 구(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을 폐

지하고 구법이 공공부문에만 용되던 것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장하여

통합법으로서 2011년 제정되었다.그러나 련 법률인 ｢통신비 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치정보법 등의 산재된 내용을 포섭하지 못하 으

며 ｢개인정보보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계)에서 타법에 련 규정

이 있는 경우 타법을 우선시할 것을 명시하여 보충법으로서 그 역할을

스스로 한정지었다.따라서 법규 수범자인 정보주체(근로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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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그 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 정보통신망법과 ｢통

신비 보호법｣상의 내용이 첩되고 있다는 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여 정리할 필요성을 증명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 등의

보호)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송되는’타인의 정보도 규제의 상으로

하고 있어 ｢통신비 보호법｣상의 감청과도 그 의미가 복된다.따라서

기타 법률 내 개인정보에 한 사항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

는 개정이 필요하다.참고로 아직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

만237)개인정보보호통합법 공청회 등에서 발표된 ｢개인정보보호법｣개

정법률안(강은희 의원안)을 보면 치정보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보

호에 한 법률｣,그리고 ｢ 자 융거래법｣증 개인정보보호에 한 내

용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하려 한다.

II.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보호법익의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하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

엄과 가치를 구 함”을 보호법익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그러나

련 법률로서 ｢통신비 보호법｣은 “통신비 을 보호”함과 동시에 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 으로 하며(제1조),정보통신망법도 “정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의 이용을 진”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제1조).그리고 치정보

법 역시 “사생활의 비 등을 보호”함을 동시에 “ 치정보의 이용을 활

성화”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제1조).개인정보보호법제 내 련 법률

들이 이 게 보호법익이 나뉘는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가 보호의 상임

과 동시에 거래의 상이라는 이 성격에 기인한다.

237)2014년 12월 25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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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법익의 이 성격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모델을 분류하

는 데에도 이용된다.개인정보보호법제는 크게 정부 주도의 일원 ㆍ포

입법모델의 유럽형과 자율규제 심의 이원 ㆍ부문별 입법모델인

미국형으로 나 어진다.유럽형이 입법을 정부 주도로 하여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통합하여 리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심 모델이라면 미국

형은 시장 심 모델로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분리하여 민간분야에

해서는 그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원칙으로 한

다.238)개인정보보호법제의 법익의 을 유럽형은 ‘보호’에,미국형은

‘거래’에 두는데 그 이유는 양 사회가 이룬 사상 배경의 차이에서 비

롯된다.먼 미국이 민간분야에 해 자율 인 이유는 미국 법제가 언

론의 자유를 통 으로 시하는 것과도 연 된다고 한다.239)이에 미

국은 아직 민간분야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에 한 연방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240)이에 반해 유럽형은

그 배경을 사회계약 이론에서 찾고 있다.즉,미국식의 자유주의 통

은 사 계약에 따른 사회구성원리를 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도 입법

이 부문별로 나타나지만,유럽의 경우 권력을 사회계약(SocialContract)

에 따라 국가에게 포 이며 으로 이양하기에 국가의 기본권 침

해를 막기 한 권리 보호 성격을 띠며,민간기업보다는 정부를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입법은 공법이면서 민간부분의 규제까지

도 아우르는 포 ㆍ일반 입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이러한 성격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앙감독기 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241)참고로 유

238)성낙인 외,｢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2008,pp.35

7～367참조.

239) Joel R. Reidenberg, “A new legal paradigm? Resolving conflicting

internationaldataprivacyrulesincyberspace”,StanfordLaw Review,Vol.52,

2000,p.1342.

240)성낙인 외,｢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2008,p367;

임규철,앞의 책,p.47.

241)성낙인 외,｢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2008,pp.35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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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형이 세계 각국의 입법추세라고 한다.242)유럽형 모델도 다시 여러 가

지 기 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법제형식으로 따져보면,모든 개인정보

에 해 단일 법률로 보호하는 국가와 일반법을 제정하고 필요시 문

인 역에서의 개별법을 두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243)우리는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 체의 개인정보에 한 일원 ㆍ포 법률인 ｢개인

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기타 개별 으로 ｢통신비 보호법｣과 정보통신

망법, 치정보법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형 후자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유럽형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을 둔다고 해서 개인정

보의 거래에 해서 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유럽형 모델도 다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유형과 개인정보의 이용을 함께

규정하는 유형으로 나 수 있는데, 자는 독일,이탈리아,호주 등의

법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목 을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는 라이버

시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244)개인정보의 유용성을 함께 고려한 국

가들은 캐나다와 일본 등이며,국제기구로서 OECD의 1980년 지침과

EU의 1995년 지침도 후자에 해당한다.국제기구들이 이러한 특징을 지

니는 이유는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이 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인 ㆍ

물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가령 1995년 EU의 개인정보보호지

침 제1조(목 )제1항은 각 회원국들은 개인정보처리와 련한 라이

버시권을 심으로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지만

동조 제2항에서는 한 각 회원국들은 제1항을 이유로 각 회원국들 간

의 자유로운 정보이 을 제한하거나 지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

다.캐나다 역시 민간부문에 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 으로

242)이인호(2003),“개인정보보호에 한 국제 동향 분석–3가지 집행모델과 그 통

합론을 심으로”,｢인터넷법률｣제18호,2003,pp.11∼14;이인호(2005),“미국의 개

인정보보호법제에 한 분석과 시사 ”,｢법학논문집｣제29집 제1호, 앙 학교 법

학연구소,2005,p.194.

243)성낙인 외,앞의 책,p.584.

244)이창범,앞의 책,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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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거래의 지원과 진을 들고 있으며,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 목 에 “개인정보의 정한 취 ”과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를

명시하고 있다.245)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련 법률의 내용들을 통합하여 개정된다면

｢통신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치정보법의 보호법익을 받아들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거래 상으로서 개인정보의 이용 한

보호법익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통합 개인정보보호

법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거래의 이용까지도 보호법

익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약화된다고는 생각되지 않

는다.오히려 정보가 거래의 상으로서 작용하는 범 를 확정함으로써

사용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

다고 단된다.따라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흡수하는 ｢통신비 보호

법｣의 련 내용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 개인정보보호법제 내 노동편의 신설

I.노동편 신설의 의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과 함께 정보의 비 칭이 가져오는 지

의 열악함으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행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입법론으로서 우리도 ｢개인정보

보호법｣내에 노동편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련지으면 다음과 같

은 3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다.첫째,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법｣을 제정하고 동일법 내 별도의 규정으로 노동 계를 규정한 경우이

245)이창범, 의 책,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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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이 로서 연방정보보호법은 제3조 기타 정

의 규정에서 ‘취업자(Beschäftigte)’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제32조에서

는 취업 계를 한 정보의 수집,처리 이용에 해서 제한하고 있

다.둘째,일반법으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 지만 특칙으로서의 노동편이 존재하지 않고 시행지침인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경우이다.다만,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다.일본과 우

리의 법제가 이에 해당한다.246)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한 조례를 지정한 사례가 많다.247)셋째,일반법으로서 개인정

보보호법이 존재하면서 노동법에도 동시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랑스와 호주가 그러한 경우로서 랑

스는 일반법인 정보화․ 일․자유법을 제정하고 그 후 노동법 에 근

로자의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규정을 제정하

다. 랑스의 노동 계에서의 근로자 개인정보에 한 이러한 방식을

‘이 체계(Dualsystem)’라고 한다.그러나 양자는 보충 인 계라기보

다는 서로 다른 작용 구조를 가진 독립된 법체계라고 평가된다.248)단일

한 통일법 체제인 랑스와 달리 호주는 일반법인 ‘연방 라이버시

법(PrivacyAct1988)’을 규정하고 노동법의 특별법으로서 몇몇 주에서

련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249)

246)우리나라의 정보보호법제가 일본 법제의 강한 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해서는

임규철(2013a),앞의 논문,p.342.

247)성낙인 외,｢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2008,pp.39

9～400.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한 개인정보보에 한 조례의 구체 인 내용들

은 은정ㆍ김학범ㆍ 흠열,“일본ㆍ 국의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 동향”,｢한국정

보보호학회지｣제22권 제5호,한국정보보호학회,2012,pp.93～96.참조.지방자치단

체가 행정기 인 만큼 행정기 의 정보공개규정과 정보주체인 주민의 권리,그리고

부당한 개인정보처리시 벌칙내용이 주가 된다.

248)Benjamin Dabosville,“Protection ofEmployee’s PersonalInformation and

PrivacyinFrance”,ProtectionofEmployees'PersonalInformationandPrivacy,

WoltersKluwer,2014,pp.33～34.

249)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모델은 미국형으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통합한

일반법으로서의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주법이나 자통신에 한 감청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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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 에서 독일식의 모델을 따르는 이유는 역시 그 근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에 한 통합․일반법을 제정함으

로써 법규 수범자인 국민들로 하여 련 법령에 쉽게 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다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노동편을

신설하여 자노동감시 등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 이다.그러나 노동법

내 기존 존재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규정들 역시 이미 리 알

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보다는 보충 으로 해석되어야 할 사

항들을 추가 으로 신설하여야 한다.즉,독일과 랑스의 혼합형이 타

당하다.

II.취업자 개념의 도입 등 보호범 의 확

1.고용 계 후 공무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포섭

｢개인정보보호법｣에 노동편이 신설된다면 첫 번째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편의 규정들이 가지는 특수성을 용시킬 인 범 를 확 하

는 것이다.즉,사인과 사인 간의 계를 제로 하는 일반 개인정보보

호법의 인 범 를 확장하여 노동법상의 종속성을 가지는 상을 노동

편에 편입시켜야 한다. 행 ｢근로기 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에

한 정의상 입사지원자와 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

의 개념에 포함시키지는 않더라도 노동편의 내용이 이들에게도 용됨

을 명시하여 한다.고용이 종료된 퇴직자도 사용자에 한 종속성을 가

질 수 있는가에 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고용종료 후도 그동안

고용과정에서 기록된 인사노무기록들은 근로자의 재취업 등에 있어 민

감한 사항이 된다.따라서 일반 인 정보주체와는 달리 여 히 정보처

별분야에 해서는 민간 역에서도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통합된 일반 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심으로 논의함으로 미국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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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인 사용자와의 계에서 종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립하여 근로자

와 같이 규정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우리 노동법은 보통

공무원에 해서는 특별규정을 두어 일반법의 외로 두는 체계이나 ｢

개인정보보호법｣의 노동편에서는 해당 규정의 용에 공무원도 포함됨

을 확인하여야 한다.

입법례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의 취업자 개념

으로 동법 제3조 제11항은 취업자를 i)근로자,ii)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iii)취업지원을 한 조치 직무 성을 확인하기 한 조치에 참여

하고 있는 자(재활자),iv)장애인을 해 승인된 공장에 취업 인 자,

v)‘청소년자원 사법’에 따라 취업 인 자,vi)경제 종속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간주되는 자(이에는 가내근로에 종사하는 자

이에 하는 자도 포함),vii)구직자 고용 계가 종료된 자,viii)연방

의 공무원, 사,군인 체복무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

의한다.ILO의 1997년 실무지침에서 근로자의 정의규정에서 직업교육훈

련생,재활자,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단 을 보완하고 있다.‘연방의 공무원, 사,군인 체복무자’

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연방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통합하여 규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하여 우리의 정부 인사노무가이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

류와 계없이 임 을 목 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을 제로 하는 한 재직 인 근로자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그 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채용 비단계와 고용종료단계의 개

인정보 리에서는 정보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용성립 단계 이

나 고용종료 후라고 해도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보호는 받기 때문에 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사각지 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고용성립 이라도

채용의 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입사지원자나 그에 하는 직업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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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생,그리고 재활자 등은 여 히 종속성을 지닌 열 의 입장이다.그리

고 고용종료 후도 그동안 고용과정에서 기록된 인사노무기록들은 근로

자의 재취업 등에 있어 민감한 사항이 된다.따라서 일반 인 정보주체

와는 여 히 정보처리자와의 계가 종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립하여

근로자와 같이 규정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 확장

먼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확장하기 에 ｢개인정보보호법｣제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나오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들을 열

거조항으로 볼 것인지 시조항으로 볼 것인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시조항이라면 개정 없이도 자유롭게 시 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제23조에 반하여 민감

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제71조(벌칙)제3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

역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지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그 종류를 열거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

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열린 구조이듯 민감한 개인정보도

한정 으로만 해석한다면 시 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소속된 사회

는 집단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은 가변 이어야 한다.반면,일반 개

인정보보다 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한 처벌 규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

이다.따라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에 한 시행령의 규정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시행령이 시 변화의 필요성에 법률보다 더 빨

리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사생활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라는 단서를 엄격히 해석된다면 시행령으로

그 내용을 보충한다고 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 난

다고 보이지 않는다.

추가되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로 먼 출신지역을 들 수 있다.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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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출신지역은 엄연히 차별 이유 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이

에 ｢고용정책기본법｣은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서 채용 시 출

신지역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용

정책기본법｣제7조를 반하더라도 아무런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

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추가되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는 개인 치정보이다.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개인 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은 정보주체의 생명,신

체와 사생활에 직 인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침해행 가 즉시

일어나며,지속 인 추 으로 장래에도 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에

서 치명 인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련하여 추가 으로 보충되어야 할 입법

사항은 바로 입증책임에 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제16조(개인정

보의 수집 제한)제1항은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의

요건에 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한 개인정보수집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명문이 없다.일반 개인정보에 해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것을 사용자

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 최소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민감한 개인정

보에 해서 입증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므로

보충되어야 한다.

III.업무 성과 보호법익 비례성의 명문화

1.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의 잣 로서의 업무 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6호 단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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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기 해 요건으로서 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처

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

러나 이 상당한 련성이 무엇인지는 다른 조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

다.따라서 이는 개방 해석이 가능한 역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용되는 각 분야마다 그 특징별로 해석되어야 한다.바로 노동법상의 기

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성이라고 생각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궁극 으로 얻는 정당한 이익은 바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의한 이익이므로 정당한 이익의 범 는 업무수행과 련한

성인 것이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내 노동편에서는 사용자가 자신

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그 이익이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련된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 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성이란 무엇인지에 한 생각을

해보면 먼 ,근로자의 사생활의 보호범 에 하여 업무수행과의 합리

인 련성이라고 해석하며 그 련성이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식’을

매개로 단하여 한다는 견해가 있다.250)그러나 사회통념이나 사회상식

은 무 추상 인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성이란 근로자의 해

당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

와 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 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가령 버스운 기사를 모집하는 운수회사

는 근로자에게서 취득한 운 면허에 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여

객자동차운수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 업무 종사자격)제3항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그리고 고압

과 같은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

체의 안 을 해 건강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법 으로 볼 때 일본 ｢직업안정법｣제5조의4는 구직자 등의 개인

250)김태정,“근로자 사생활의 의미와 보호범 ”,｢노동법학｣제22호,한국노동법학회,

2006,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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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 에 한 규정으로 제1항은 “공공 직업소개소 등은 각각 그 업

무에 한 구직자 모집에 따라 노동자가 되려는 자 는 공 하는 노동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 하거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 달성에

필요한 범 내(직업소개)에서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그리고 의 ｢직업안정법｣에 한 가이드라인으로 ‘노

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행동지침’제2.의 2.(5)는 민감한 개인정보

로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으로 i)특별한 직업상의 필요성이 있

을 때,ii)산업안 보건 모성보호에 한 조치가 필요할 때,그리고

iii) 에 열거된 경우 외에 근로자의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의료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다.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개정안도 제32(a)조

제1항에서 고용 계 성립 이 에 취업자의 업무에 특정한 건강상의 요

건이 충족되어야 할 때에는 취업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는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의뢰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업무와 련된 진단결과에 해

서만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제32(a)조 제2항은

성검사에 해서도 수행할 업무의 종류나 업무 수행의 요건에 진단이

나 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취업자의 동의를 받아 기타 진찰이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성검사의 시행자는 사용자에게 취업자가 정된 업

무에 합한 지 여부만 사용자에게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듯 사용자는 자노동감시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수집에 해서

그것이 업무와 한 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근거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야 한다.

2.개인정보처리의 합리 범 로서 보호법익의 비례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6호가 규정

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단서의 후문은 사용자의 정당한



159

이익이 합리 인 범 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

서의 합리성의 범 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얻는 이

득과 이로 인해 침해당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는 비

례성이 성립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다.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노동편이 신설된다면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해서

합리 범 란 바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익의 비례성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사용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독일의 근

로자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제32조 제6항은 취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불가

에 따른 이익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다.그리고 그 뒤 제32조 제7항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종류와 규모

가 목 과 련하여 비례 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한다. 한 개

정안 제32(a)조 제4항은 건강과 성에 한 정보 수집은 목 과 련

하여 그 종류와 범 가 비례 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이미 수집된 취

업자의 개인정보에 해서는 동법 개정안 제32(d)조가 사용자의 취업자

의 개인정보처리가 그 목 과 련하여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 가 비례

일 것을 명시한다. 랑스 노동법 의 경우 L.1121-1조가 비례의 원

칙을 제시하는데 L.1121-1조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조항이 아니

라 랑스 노동법의 일반원칙을 서술한 조항으로서 랑스 노동법 체

를 통하는 원칙이다.251)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원칙이며 실제 랑스 법원이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단하는 잣 이기도 하다.252) 표 인

례가 바로 앞서 소개한 NikonFrance사건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이란 것이 상당히 추상 인 기 이기 때문에 다시

251) 랑스 노동법 L.1121-1조 “ 구도 개인의 권리와 개인 집단 자유를

수행할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는 추구하는 목표와 비례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면

제한할 수 없다.”

252)Dabosville,앞의 논문,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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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 기 이 필요하다.이에 한 기 으로 비례성을 합성

(suitability),필요성(necessity),그리고 비과도성(non-excessive)의 세

기 으로 구체화하는 견해가 있다.253)비과도성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

자면 수단이 목 실 에 있어서 과도하게 상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

아야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의 원칙 는 보충성의 원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수단의 면에서 합성,필요성,보

충성이라는 3가지 기 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 합성이란 그 수단이 추구하는 목 을 실 하는 데 있어

하고 련이 있는가는 검토하는 것이다.254) 랑스 노동법 을 참조하면

L.1221-8조 제3항에서 “채용과정에서 사용된 방법과 기술들이나 입사지

원자들의 채용 평가는 추구하는 목 에 합”할 것을,그리고 L.1222-3

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평가에 한 방법과 기술들은 추구하는 목 에

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필요성은 그 수단이 추구하는 목 을 실 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것인

가를 단하는 것이다.255) 랑스 노동법 에서 련된 내용의 조문을

찾아보면 노동법 L.1221-6조는 근로계약 의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한 내용으로 “어떤 형태로든 입사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제안된 직무 는 직업상의 능력을 평가할 목 ”으로 필요한 것이라 규

정하고 있다.그리고 노동법 L.1222-2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게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그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직 이고 필

수 인 연 성이 있어야”할 것을 규정한다.이 원칙은 정보화․ 일․

자유법 제6조의 개인정보는 특정하고 명확하며 법한 목 으로 수집되

어야 한다는 내용과도 맥락이 일치한다.256)

비과도성이란 그 수단이 목 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범 보다

253)LeeA.Bygrace,DataPrivacyLaw–AnInternationalPerspective,Oxford

UniversityPress,2014,p.148.

254)Bygrace, 의 책,p.148.

255)Bygrace, 의 책,p.148.

256)Dabosville,앞의 논문,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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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간 것은 아닌가를 검하는 것이라 한다.257)이를 보충성의 원칙

으로 해석할 때 특히 자노동감시와 같이 개인정보수집의 수단에 있어

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도 노동법이 규정하는 차별 지의 원칙

앞에서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노동법에 있어서 차별 지는 매우 민

감한 문제로서258)근로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이유로 차별행 를 했을

경우 이러한 차별행 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259)따라서 비례성의 원칙과도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련된 내용은 랑스 노동법 L.1132-1조로서 “( 략)어

떤 사람도 사업에서의 채용과정이나 수습 는 훈련과정에서 배제되어

서는 안 되며,어떤 근로자도 징계를 받거나 해고되거나 직간 인 차

별의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특히 보수와 상여 에 하여 ( 략)그

의 출신,성별, 습,성 취향이나 정체성,나이,가족상황,비만,유

특질,진실이든 추측이든 민족․국가․인종에 한 귀속 여부,정치

견해,노동조합 는 공제조합 활동,종교 신념,신체 외형,가족

의 성씨,거주지,건강상태 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

시한다.다만 경향업체와 같은 특정 종교 는 정치 신념을 요구하는

집단은 외이다.그리고 업무수행의 격성을 해 필연 으로 근로자

의 건강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용자의 역이 아니라

산업의와 같은 제3자의 역할이다.260) 련하여 랑스 노동법

R.4624-11조는 제안된 직업수행에 합한 지를 검사하는 건강검진은 오

직 산업의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7)Bygrace,앞의 책,p.148.

258)근기법 제6조는 평등 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차별 지 자체를 목 으로 한

입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 법률｣,｢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

률｣등이 있다.

259)Dabosville,앞의 논문,p.67.

260)Dabosville, 의 논문,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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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6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수집 이용의

합리 범 를 비례성 원칙으로 한정하고 명문화하되 개별 인 조문의

사안에 따라 다시 비례성의 세부 인 원칙으로 합성,필요성,보충성

에 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IV.기타 련 법규의 요건 강화 미비 보완

1. 자노동감시에 있어서 보충성의 명문화

앞서 비례성의 구체 인 요소로 보충성에 해서 언 하 고 이러한

보충성은 특히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의 수단 인 면에서 요하다고 설

명하 다. 자노동감시는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논쟁이 되고 있

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충성이 더욱 명문화될 필요가 있

다.즉,사용자는 자노동감시에 있어 근로자의 정신 ․신체 침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자감시장치는 과거의 인

감시 는 단순한 기계 장치를 이용한 감시와는 달리 시공간을 월

하여 감시가 가능하며 은 히 이루어지며 감시의 내용이 인격 인 정보

까지 포 하며 편화된 정보까지도 새로이 조립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

들어 낸다는 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우 큰 심리 인 압박감을 가한다.

그리고 생체정보인식장치나 유 자 검사와 같은 경우 신체에 침습 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따라서 비록 사용자에게 업무

와 련된 정당한 감시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자감시

가 아닌 다른 체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하고 자감시수단 외

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가장 정신 으로나 신체 으로나 침습이 가장

최소인 수단을 택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지침을 보면 ILO의 1997년 실무지침 제6조 제12항은 유



163

자 검사를 실시할 때는 검사의 필요성이 명확한 외 인 이유가 있어

야 하고 다른 안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그리고 실무지침 제6조

제14항은 근로자에 한 노동감시의 원칙을 설정하는데 사용자는 근로

자를 감시할 경우 사 에 감시의 이유와 시간,방법,사용되는 기술,그

리고 수집되는 정보에 해 고지를 하고 근로자의 라이버시를 최소한

으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주의해야 할 은 사용자는 감시의

목 에 가장 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가장 침습 이지 않은 방법을 택

해야 한다.261)

가령 최소한의 노동통제와 시설보호를 해 CCTV를 이용한다 하더

라도 상을 모니터로 통해 리자의 육안으로 찰하면 충분하며 그것

을 서버에 장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데이터로 남겨 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리고 회사의 기 유지를 해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업무용

이메일의 감청을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 인 내용의 감청보다는

특정 단어의 필터링을 통해 특정 단어가 포함된 내용의 이메일을 선별

하여 감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리고 원거리 치추 을 해 강한

자 를 발신하는 치추 장치를 부착하거나 제품의 도난 방지 기

유지를 해 퇴근 인 근로자들에게 매번 X-ray검사 를 지나치게

하여 방사선에 피폭되게 한다면 근로자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기

이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의 출입 장치로 지문과 홍채 등의 생체인식

정보를 이용하는데 생체인식정보 외의 방법이 당치 않을 경우 망막에

강한 자극을 주는 홍채인식보다는 지문인식의 방법이 타당하다.그리고

인체에 침해가 우려되는 수단의 경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장치를 써서

는 안 될 것이다.

261)ILO, 의 보고서 commentary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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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열의 개념 등 련 법률의 요건 확장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 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를 검토하면서 입

법의 미비 으로 첫 번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제2항에서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지되는 공간

으로서 화장실 등 사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한정

되어 있음을 지 하 다.그러나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에

특정 소수가 출입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히 침해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용을 받지 않

으면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의 일반원칙의 용을

받으나 동법 제25조 제2항은 통령령이 정한 구 ․보호시설을 제외하

고 일체의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 제

15조 제1항보다 그 보호가 더욱 두텁다.따라서 제25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요건은 삭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통신비 보호법｣제2조(정의)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검

열’의 범 를 확 하여야 한다.제2조 제6호에 따른 검열은 그 상을

오로지 ‘우편물’에 국한하여 컴퓨터에 장된 근로자의 작업내용이나 사

생활과 련된 자료들을 열람할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앞서의

회사 간부의 이메일 열람의 경우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

등의 보호)를 용하 다.262)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그 상을

‘정보통신망에’처리․보 는 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국한되고 있

다.즉,앞서의 사안은 이메일 계정이라는 정보통신망에 속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한 것으로 보통 컴퓨터의 장된 내용을 열람한 경우에는

용이 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지행 )제1호 는 ｢형

법｣제316조(비 침해)제2항의 용을 받게 된다.그러나 의의나 형량

의 측면에서 특별법의 취지 로 ｢통신비 보호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

262) 법원 2003.8.22.선고 2003도3344 결 [통신비 보호법 반교사․정보통신

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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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다.따라서 검열의 범 를 일반 산작업에 의한 기록물로 확

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생체정보와 생체정보인식에 한 정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는 민감한 개인정보 하나로 건강

정보를 열거하고 있지만 건강정보와 생체정보는 엄 히 다른 개념이다.

가령 생체정보는 서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건강은 보통 개인의 과거

재의 병력,신체 ․정신 장애 유무와 그 장애의 종류,그리고

운동능력을 포함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질(quality)’에 한 것이고 생체

정보는 정보주체의 정체성에 한 정보로서 ‘양(quantity)’에 한 것이

다.그러나 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노동법제에는 유 자정보를 제외

한 생체정보에 한 련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

한 개인정보에 포함시켜 보호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여러 번 지 한

바와 같이 동법 제23조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원칙 처리 지의 외

요건을 넓게 정하고 있는바 특히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인식기를 이용하

여 근태 보안 리를 할 수 있다.일정 부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생체정보가 근로자의 정체성에 매우 직결된 정보라는 에서 별

도의 규정이 필요하며 앞서의 비례성 원칙 보충성이 용되어야 한

다고 생각된다.

V.입법안으로서 자노동감시에 한 각국 규제안의 상호 비교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은 그 주된 내용이 자노동감시

에 한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는 일반 개인정보수집의 양태와는

그 방식이 매우 다르며 근로자의 노동감시가 근로자의 정신 ․육체

건강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노동편이 신설된다면 자노동감시에 한 내용들이 그 수단별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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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할 것이다.우리의 경우 국가인권 원회가 2013년에 ‘자노동

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자노동감시 가이드라

인’이라 함)을 발표하 고263)이는 유력한 입법안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의 그 내용이 많이 미흡한 편인데 이를 보완하기

해 자노동감시에 한 국제기구의 지침과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살

펴보며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은 그 목 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한 사항

의 인사․노무분야 고용유지 단계에 있어서 통신․ 치․화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제1

조).정부의 인사노무가이드라인과 같이 직 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입사지원자는 합숙면 과정에서 자노동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고 퇴직자의 경우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원

등의 경우는 충분히 자노동감시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 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자노동감시에 한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은 ‘자노동감시’를

“통신․ 치․화상 등 자 수단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근무실태 등을

감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를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통신․ 치․화상

등 자 수단을 활용하여 수집․이용․제공하는 모든 정보”로 정의한

다(제2조).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 자노동감시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필요성(불가피성)의 원칙’으로 “근로자 자감시는 원칙 으로

지되며, 업 기 의 유출,안 과 사고를 한 통제 등에 한하여

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것을 규정한다(제3조

제1항).둘째,‘동의의 원칙’으로 “사용자는 자노동감시에 있어서 반드

263)한국법제연구원,앞의 보고서,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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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시 상자인 노동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동의를 받는 방식이나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할 방법에 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제3조 제2항).셋째,‘업무범 한정 사생활 보호의 원칙’

으로 “ 자노동감시는 근로 계에 한정하여 실시되어야 하며,노동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당연히 자노동감시

는 노무지휘 내지는 시설보호라는 업무의 범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사생활에 해서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내이어도 일정 부분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에 한 주의규정도 따로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제3조 제3항).넷째,‘최소침해의 원칙’으로 “ 자노동감시는 업

기 의 보호 등 필요최소한에 거쳐야 하며,이를 목 외에 활용하는

것은 지”된다(제3조 제4항).다섯째,‘공개의 원칙’으로 “ 자노동감시

에 따라 수집된 노동자 개인의 정보에 하여 노동자가 그 공개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공개가 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5항).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은 공공과 민간 분야 분야의 노사 계에

있어서 용된다고(제4조)규정하고 있지만 공공분야가 일반 지역공

무원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공공단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말하

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노동감시의 법 요건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동의와 동의 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계약의 체결

이행을 한 경우,근로자 는 제3자의 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한 경우,합리 범 를 과하지 않는 내에서의 사용자의 정

당한 이익 달성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사용자는 감시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리를 하여 내부 리계획

의 수립, 근통제시스템의 설치․운 ,보안 로그램의 설치․운 등

의 개인정보 리 의무가 있으며(제6조)이를 담당할 개인정보보호책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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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권을 보장하기 해 근로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집․ 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나 사실과 다른 개인정보,그

리고 고용과 직 으로 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제8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보 을 요구하거나 이에 명시 으로 동의하는 경우,그리고 법률

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

기 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제8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제2항

은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한 감시장치의 제한으로 상정보처리기

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이를 확장하여 감시장비 일체의

설치 지를 명시하고 있다(제9조).

자감시장비 등 일체의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로 노무지

휘 등 본래의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자는

감시장비에 의한 기록물의 내용을 인사평가 등 수집목 이외의 용도에

반 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그리고 자노동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권리구제 차에 따를 것을 확인하고

있다(제11조).

국가인권 원회의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은 이런 총칙 인 규정만

을 정했을 뿐 자노동감시의 유형으로 CCTV감시,이메일 감시,인터

넷 이용 등 컴퓨터 감시, 치추 정보 는 생체정보 수집,스마트카드

는 ID카드 패용 등에 해서는 언 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다만 향

후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264)

264)한국법제연구원, 의 보고서,pp.1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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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의 경우 원칙 으로 노동감시의 목 으로는 지되며 설

치 시에는 근로자의 사 동의가 필요하다.그리고 근로자의 작업 모습

을 직 으로 촬 해서는 안 된다.이메일 감시 역시 원칙 으로 지

되며 회사의 서버에 이메일이 장되더라도 사용자는 열람․기록․추

할 수가 없다.다만 시스템 운 을 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이메

일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의 이메일에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사 업무수행의 차에 따라 이메일을 열람․ 장할 수 있

다.

인터넷 사용 감시의 경우 ｢통신비 보호법｣에 따라 지되며 인터넷

이용을 통한 노동조합의 활동 방해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함을 확인하

고 있다.다만 근로자의 인터넷 이용이 범죄행 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

에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다.컴퓨터 시스템의 운 과정에서 근로자

의 인터넷 속기록은 로그기록이 자동으로 장되는 경우에도 사용자

는 이를 비 로 리해야 하고 주기 으로 삭제해야 한다.컴퓨터 사용

감시도 원칙 으로 지되며 다만 바이러스 체크 등 컴퓨터 시스템의

운 을 한 경우에 사 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감시할 수 있다.

치추 정보와 생체정보의 경우 근로자의 험 방지를 해 사 동

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지된다.그리고 이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 자 검사 기타 생

체정보에 한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스마트카드 는 ID카드도

도입시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미치는 향과 오남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

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추후 근로자가 도입철회

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비교하여 외국의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랑스의 개인정보

감독기 인 정보처리와 자유에 한 국가 원회(Commissionnationale

del’informatiqueetdeslibertés)’(이하 ‘CNIL’이라 함)는 2003년 ‘직장

에서의 사이버감시’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랑스의 일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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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인 정보화․ 일․자유법은 자노동감시에 한 명시 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해

서 동법에 따른 해석과 사용자들의 수의무를 설명한 것이다.여기서

사용자는 민간기업과 정부 등 공공기 을 모두 포함한다.CNIL 역시

동 가이드라인에서 직장에서의 자감시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 인 원

칙으로서 비례성 원칙(구 노동법 L.120-2조( L.1121-1조))을 들고

있다.즉,사용자가 자감시로 침해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비해

그가 수행할 사무의 성질과 목 의 이익이 비례하지 않을 경우 그 감시

는 정당화되지 않는다.265)동 가이드라인은 양 당사자 간의 최 한의 이

익을 조화하기 한 제안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한다.266)첫째,사용자

는 매년 종업원 원회 등과의 의를 거쳐 ‘정보와 자유의 실 을 한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둘째,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

할 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표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해

사용자에게 질의권과 개인정보에 한 근권을 가진다.셋째,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법률 기타 련 규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이드라인인 후생노동성의 ‘노

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행동지침’제2의 6.(4)에서 자노동감시

의 원칙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첫째,사용자는 원칙 으로 거짓말 탐

지기 기타 유사한 진실에 해 검증하는 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하여서

는 안 된다.둘째,사용자는 근로자에 해 성격 검사 기타 유사한 검사

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 에 그 목 ,내용 등을 설명하고 본인의 명확

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리고 네 번째 원칙이 작업장에서의 자노동

감시에 한 것으로 사용자는 직장에서 노동자에 한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등에 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시 이

유,실시 시간 ,수집되는 정보 내용 등을 사 에 통지하는 동시에 개

265)CNIL,Lacybersurveillancesurleslieuxdetravail,2003,p.17.

266)CNIL, 의 가이드라인,pp.33～34.



171

인정보보호에 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단,i)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ii)범죄 기타 요한 부정행 에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속 인 시각 감시가 근로자들에게 안기는 부담감을 고려

하여 제2의 6.(5)는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상시 비디오 등에 의한 모니

터링을 실시하는 것은,노동자의 건강과 안 의 확보 는 업무상의 재

산의 보 에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규정한다.만일 이러한 기계

인 자동화처리시스템 는 비디오카메라 등에 의한 감시로 취득한 결

과만을 기 으로 근로자의 평정을 결정한다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한

종속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해당지침 제2의 6.(6)은 사용

자는 원칙 으로 개인정보의 컴퓨터 등에 의한 자동처리 는 비디오

등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만을 기 으로 근로자에 한 평가 는 채용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ILO의 1997년 실무지

침 제5조의 일반원칙 제6원칙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평가에 자노동

감시장치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평가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는 규정과 동일하다.

계속하여 해당지침 제4는 노동조합 등의 역할에 한 규정으로 노동

조합이 근로자를 표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하여 사용자의 의

할 수 있는 권한과 노동조합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조합원의 정보 취

에 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의 1.은 만일 사용자가 개인정보에

해서 컴퓨터 등 자동처리시스템 는 비디오 등에 의한 모니터링의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노동조합 등에 하여 사 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경제․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제시한 ‘개

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에 한 경제․산업분야를 상으로 하는 가이

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함(monitoring)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을 주의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첫째,감시의 목 을 미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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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사내 규정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목 을 명시해야 하며,둘

째,감시의 실시책임자와 그 권한을 정해야 하며,셋째,감시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그 실시에 해 사내 규정에 정하여야 하며 사 에 사내에

철 히 공지해야 하고,넷째,감시의 실시상황에 하여 정하게 행해

지고 있는지 감사 는 확인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고

용 리에 한 정보를 포함한 사내 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노동조합 등

에게 통지하여 필요에 따라 의하거나 제정 후에는 근로자 등에게 고

지할 것을 권고한다.

랑스의 CNIL과 일본의 후생노동성․산업경제성이 발표한 가이드라

인은 구속성이 없는 지침일 뿐이다.그러나 호주는 연방법으로는 사업

장 내의 노동감시에 한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몇몇 주법은 해당

규범이 존재하고 있다.2014년에 실행되고 수도(CapitalTerritory)주의

‘사업장 라이버시법(WorkplacePrivacyAct2011)’은 강제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동법은 6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비 감시와 지된 감시를 별도

의 장으로 독립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이다.

먼 제4장 비 감시를 보면 ‘비 감시’란 “사용자가 제3장(근로자에

한 고지)규정에 따른 고지 없이 행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한

감시이되 지된 감시에는 제외된 것”이라 규정한다(제24조).따라서 비

감시가 일체 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행해질

수 있음을 정의규정에서부터 밝히고 있다.비 감시가 법한 요건으로

사용자는 사법당국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불법 인 행 를 밝히기

해 비 감시를 행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이러한 신

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내용으로 근로자의 성명(집단일 경우 집

단),불법 인 행 의 근거,사용자의 감시행 의 양태,수단, 기간,

상되는 결과와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바를 명시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그리고 사용자는 비 감시를 감독할 자를 1인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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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3항).만일 사법당국에 의해 이러한 요청이 거부될 경우 사용

자는 새로운 추가 인 사실이 있지 않는 한 새롭게 신청하지 못한다(제

26조 제4항).

으로 지되는 감시에 해서는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

되는 감시란 업무 역 외의 공간에서의 감시를 의미하는데(제41조 제1

항)이러한 업무 역 외의 공간이란 화장실,탈의실,샤워실(목욕탕),수

유․육아시설,기도실,양호실,응 구조실,기타 명령에서 지정하는 장

소로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1항).만일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있지 않

다면 사용자의 감시는 지되는데(제42조 제1항),다만 사용자가 시각

인 장치가 아닌 컴퓨터상의 입출력 신호만을 기록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사용자가 제공한 기구나 자원의 사용 기록을 감시하는 것과

치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사용자가 법집행기 일 때에

는 용되지 아니한다(제42조 제2항).그리고 치추 장치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다른 목 을 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제43조).

의 입법례 지침들과 국가 원회의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여 보면,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이에 자노동감시 가이드라

인은 다음과 같은 부족함이 있다. 랑스 CNIL의 가이드라인은 랑스

노동법 의 주요한 원칙 하나인 비례성의 원칙(L.1121-1조)을 제시

함으로써 자노동감시에 따른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자유에 한

조화를 추구한다.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최소침해의 원

칙도 비례성 원칙 하나지만 비례성 원칙이 포함하고 있는 법익의 균

형성을 좀 더 참조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사용자에게 종업원 원회 등

과 의를 거쳐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게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양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규정에

한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의미하다.CNIL의 비례성 원칙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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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인 일반원칙이라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행동지침은 구체 인 상황

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자노동감시가 계속 지속 인

경우에 해서 감시의 목 을 근로자의 건강과 안 확보 는 업무상

의 재산 보 에 국한시키며 수집된 정보를 기 으로 인사평가 는 채

용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자노동감시로 획

득한 개인정보만으로 인사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에도 있지만 일본의 행동지침처럼 채용결정에까지 그 범 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호주의 사업장 라이버시법은 국가인권 원회의 가이드라인이 강제

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입법될 경우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

된다.특히 국가인권 원회의 자노동감시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방면

에서 논의가 부족한 비 감시에 한 규정은 참조할 필요성이 크다.

VI.불법 인 개인정보처리에 한 근로자의 거부권과 면책권 신설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반하여 불법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출 처리에 해서 거부를 할

수 있고 이에 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그리고 만일 근로

자가 업무수행과 상 없는 개인정보에 해서 거짓 정보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해서 면책 받아야 한다.그러나 행 개인정

보보호법제에는 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신

설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게 불법 인 개인정보처리에 해 거부권과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보면,사용자가 강압 인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

에 해 동의를 받는다면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될 수 없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1호의 동의

를 비롯하여 각 조문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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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이를 민법상의 비

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267)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을 경우는 규제

하는 법률의 목 에 따라 단하여야 생각된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

1조(목 )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

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함”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비진의의사표시의 문제가 아닌 원칙 인 무

효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사용자가 강압 인 방식으로 근로자

에게 개인정보처리에 한 동의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

일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구제방

법이 없기 때문에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한정된 요건

에 의할 수밖에 없다.정부의 인사노무가이드라인도 사용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 다는 이유로 근로자 등

에게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EU의

1995년 지침 제7조는 공익 인 목 달성과 정보처리자 는 공 역할

을 수행하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해서는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로 만일

정보주체에게 정당한 법 인 이유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일본의 가이드라인인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행동지

침’도 제2.의 2.(6)에서 근로자가 이 지침에 반하는 질문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질문에 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 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다.

그리고 거부를 한 상황이 아니라 제출을 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근로

267) 윤구(2012),앞의 논문,p.268.이 견해는 노동감시의 경우 민법 제103조에 반

할 정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해야 근로자의 동의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다.해당논

문,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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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동의를 하여 개인정보를 제출할 때 그 정보가 업무와 한 연

이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채용 는 고용의 유지를 해서 부분 정

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즉,근로자가 고용유지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근로자는 고용유지를 해 거짓되

거나 정확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험은 필

요하지 않는 정보를 요구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268)따라서 사

용자는 그 정보가 거짓이나 과장되었다고 해서 근로자를 징계하지 못한

다.ILO의 1997년 실무지침도 제6조 제8항에서 만약 근로자가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성(5.1) 차별 지(5.10)의 원칙과 근로자의 민감한 정보

(6.5와 6.6)와 건강정보(6.7)수집의 요건에 어 나는 요구를 받았을 경

우,근로자가 부정확하고 불완 한 답변을 하 다고 해서 고용 계의

종료 어떠한 징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OECD

나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으로서 사용자

와 근로자 간의 실 인 힘의 우열을 잘 반 한 조항이다.국내 례

를 보면 자감시장치를 훼방하여 개인정보수집을 거부한 경우로 서울

행정법원은 CCTV 등의 설치에 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한 단체

약을 사용자가 반하여 사업장 내에 설치한 경우,근로자가 그것을

가려 CCTV의 작동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를 무

효로 하 다.269)

추가로 생각해 볼 문제는 경력사칭으로 인한 해고 등 징계문제로서

사용자의 부당한 개인정보요구에 한 근로자의 거부권과 면책권이 신

설된다면 과거에 많은 법원의 사례들을 다시 검토해보야 한다.경력

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 한 근로자의 정확하지 못한 개인정보 제공이

원인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에 한 징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련 개인정보 요구가 과연 업무와 한 연 성이 있는지 그 정당성 요

268)방 식,“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라이버시 보호에 한 법 단”,｢한양법학｣

제21권 제3집,한양법학회,2010,p.306.

269)서울행정법원 2014.9.25.선고 2013구합61364 결 [감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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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라 달라진다.따라서 만약 사용자의 경력에 한 개인정보 요구

가 정당하지 못한 것,즉 업무와 련 없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정확하

지 못한 정보를 제출하 다고 하여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례를

보면 경력사칭은 주로 학력과 계된 것이 많은데 학력을 하향한 것과

상향한 것으로 분류된다.먼 학력을 하향한 사안으로 법원은 근로

자가 입사 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공업고등학교 공업 문 학 2학년

퇴의 학력을 은폐하고 학교만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 로 기재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시하 다.그 이유에 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

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지능,

경험 등에 의한 노동력을 정하게 평가하고 근로자의 직장에 한 정

착성,기업질서,기업규범 등에 한 응성등 근로자의 인격과 신뢰

성에 한 평가자료로 삼기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270)반 로

하력을 상향한 사안으로 법원은 근로자가 사원자격으로 졸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학교 졸업자인 것처럼 사칭

하고 졸업증명서까지 조하여 제출한 후 8년간 이를 은폐한 채 계속

근무해 온 사안에서 근로자에 한 징계해고의 이유에 근로자의 노동조

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징계해고 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시하 다.그리고

시 이유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는 경력을 기재한 이

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

동력을 평가하기 해서만이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

지를 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교육정도,정직성 직장에 한

정착성과 응성 등 인격 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단자료로 삼기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 다.271)이상

과 같이 우리 례는 근로자의 학력 조를 제출한 개인정보와 수행할

270) 법원 1989.1.31.선고 87다카2410 결 [해고무효확인]

271) 법원 1989.3.14.선고 87다카3196 결 [해고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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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의 련성을 따지기 보다는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

라는 근 인 시각에서 여 히 단하고 있다.경력사칭이 계약체결

시의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계속 존속하는 것을 맞지만 이는 어

디까지나 업무능력의 평가와 련이 있는 경력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

외 문제시 되는 조합활동이나 학생․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사칭인 경우

에는 업무수행과 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

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272)앞서 경력을 상향한 사안의 법원 1989.3.

14.선고 87다카3196 결의 원심은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 조

를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

자가 요구하는 작업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 없이 8년 간 근무하여 왔더

라면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단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은 정당한

범 를 넘어선 것이라고 시하 다.해고사유가 되더라도 장기간의 근

무로 인해 학력사칭이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무 한 사안임이 입증되었

더라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에서 타당한 단이라 생각된다.

최근 학력사칭에 해서는 일 으로 해고를 정당화하던 경향에서

벗어난 법원의 시가 있다.부품조립을 하는 회사에 4년제 학졸업

자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력을

허 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

회통념상 고용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 에 허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어도 동일 조

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

라,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허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 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

는지 여부,사용자가 학력 등 허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의 조치 내용,학력 등이 종 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근로자 상호간 신

272)김유성(2005),앞의 책,p.282.



179

뢰 계 유지와 안정 인 기업경 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

의 진정성과 정직성,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한 응성 등을 단하

기 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 계 형성과 안정 인 경

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 이 있는 것으로,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 계 유지에서도 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고 볼 수 있다”고 시한 다음 사안에 해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해

제 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환송하 다.

이상의 경력사칭에 한 법원 례의 분석에서 보다시피 법원은

경력사칭에 한 문제를 업무와 련한 개인정보의 시각에서 단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지 여부 즉,업무와의 성을 고려하기

도 하지만 여 히 노사 간의 신뢰라는 외피 속에 근로자의 사용자에

한 근 인 일방 충성을 강요한다.이를 제어하기 한 해석론에

는 한계가 있으며 입법 으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에 해서는 업무와의 성이 명문화되어야 하고 이와

련 없는 부당한 개인정보처리에 해서는 근로자의 거부권과 면책권

이 신설되어야 한다.

VII.독립된 문 개인정보감독기 의 권한 확충

1.독립된 개인정보감독기 의 역할

｢개인정보보호법｣은 제9장(제70조 내지 제76조)에서 벌칙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수를 강제하고 제6장(제40조 내지 제50

조)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원회를,제7장(제51조 내지 제57조)에서 개

인정보 단체소송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권리가 침해당



180

했을 경우 구제방안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형사 인 벌칙 규정과 민

사 인 손해배상규정은 모두 권리침해가 발생한 후의 책으로서 권리

침해를 방하는 기능은 취약하다.따라서 사 방기능이 필요하고

EU의 1995년 지침 제28조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독립 인 기 설치

를 권고하며 담당기 의 권한으로 ①개인정보처리에 해 근할 수 있

고 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사권,②개인정보처리 에 의견을

달하고 개인정보의 차단,삭제 는 기를 명령할 수 있는 개입권을

규정하고,여기에 사후 구제 인 기능인 ③제정된 국내법규가 침해당할

경우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사법부에게 이러한 침해행 에 해 개입

을 요청할 수 있는 쟁송권을 추가하고 있다.사 방 기능을 심

으로 하되 사후 구제 인 기능도 가미한다. 는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역할로 감독과 감사기능,상담과 교육기능,분쟁의 조정기능,정책에

한 조언과 법집행 기능 등을 꼽기도 한다.273)

개인정보감독기 이 정부로부터 독립 이어야 하는 이유는 정보주체

인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274)정부의 개인정보처리의 오남용을 견제하

기 해서는 독립성이 필수 인 제가 된다.따라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독립 인 개인정보감독기 을 갖고 있다. 랑스의 CNIL,

국의 정보감독 ,독일의 연방정보보호감독 등이 그 이다.275)

2.산재되어 있는 감독기 의 기능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독립된 개인정보감독기 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원회’의 역할은 개인정보기

본계획 등 정책에 한 심사․의결 기능과 앙행정기 등에 한 권

273)이창범,앞의 책,pp.83～84.

274)이창범,앞의 책,pp.83～84.

275)이상묵,“개인진료정보 보호에 한 법률의 제정 방향”,｢법제 안｣제213호,

2007,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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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능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조언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련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인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 원회에 진정과 신

고 등을 수시켜도 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어 혼돈스럽다는

을 지 하고 있다.276)특히 고발권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강제력

있는 권고 등을 하지 못하며 분쟁조정 소송상담 등이 없어 사후

극 인 권리 구제에 한 안내기능이 없다.다만 동법 제64조 제4항에

서 보호 원회는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헌법재 소,

앙선거 리 원회가 이 법을 반하 을 때에는 해당 기 의 장에게

개인정보 침해행 의 지,개인정보 처리의 일시 인 정지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침해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기 에서도 일부에게만 권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권고를 받은 기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 하여야 한

다고 하여 권고가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이는 후술할 동법

동조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 의 시정명령과는 다르다.

분쟁의 조정(調整)기능에 해서는 그 기능이 분할되어 ｢개인정보보

호법｣제40조(설치 구성)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제40조 제1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원회의 기능을 재를 제외

한 조정(調停)에 국한시키고 있다.제47조(분쟁의 조정)제1항은 분쟁조

정 원회의 조정의 내용으로 ①조사 상의 침해행 지와 ②원상회

복,손해배상,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그리고 ③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거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 상이 범 하게 때

문에 분쟁이 집단 인 성격을 띠게 된다.이에 ｢개인정보보호법｣제49

조(집단분쟁조정)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개인정보 보호단체 기 ,

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276)이은우,“개인정보보호 원회의 역할”,｢연세 공공거버 스와 법｣제3권 제1호,

연세 학교 법학연구원,2012,pp.233～23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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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하여는 분쟁조정 원회에 일 인 분쟁조정을 의뢰

는 신청할 수 있다.여기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동법 시행령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상)가 규정하는데 피해보상에 한 합의

를 이루었거나,다른 분쟁조정 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나,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

건의 요한 쟁 이 사실상 는 법률상 공통된 경우라고 한다.사용자

의 리부주의로 근로자 는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량으로 유출

되었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차를 개시할 수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에 한 사 감독과 민원해결 조사기능 등

은 행정자치부 장 이 갖고 있다.공공기 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제32조(개인정보 일의 등록 공개)에 의해 공공기 의 장

이 개인정보 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일의 명칭,운 근거

목 ,개인정보의 항목,처리방법,보유기간 등을 행정자치부장 에

게 등록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 은 필요하면 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 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즉,공공기 에 한해서

는 행정자치부 장 이 사 감독이 가능하다.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동법 제34조(개인정보유출 통지 등)에 의해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련 사실과 조치를 행정자치부 장 이나 통령령이

정한 문기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의2(과징등의 부과 등)

는 행정자치부장 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

실․도난․유출․변조 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의견제시 개선권고로서 동법 제61조(의견제시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 은 개인정보 보호에 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 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계 기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를 하여



183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그리고 동법 제62조(침해사실의 신고 등)에 의해 개

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한 권리 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은 행정자치부장 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63조 내지 제65조은 가장 강력한 권한인 조사권

과 고발권도 행정자치부장 에게 맡기고 있다.제63조(자료제출 요구

검사)는 조사기능으로서 행정자치부장 은 동법을 반한 사항이나

의를 발견한 경우,그리고 동법 반에 한 신고나 민원을 수한 경

우나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련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자치부장

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

입하여 업무 상황,장부 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이어 동

법 제64조(시정조치 등)는 시정조치로서 행정자치부장 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반한 자( 앙

행정기 ,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헌법재 소, 앙선거 리 원회는

제외)에 하여 개인정보 침해행 의 지,개인정보 처리의 일시 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침해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동법 제65조(고발 징계권고)는 행정자

치부장 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련된 법규

의 반에 따른 범죄 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할 수사기 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듯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 이 가져야 할 조사기능과 고발권까지 법

규의 수범자인 행정자치부가 가지는 것은 개인정보에 한 정책과 기능

에 있어 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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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은 이 게 분산된 기능 분담으로 심의-분쟁조정-조사․징벌 간

의 유기 인 역할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이다.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도 독립 이고 포 인 기능을 가진 개인정보감

독기 의 부재는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제 로 제어하

기 힘들게 한다.특히 사 방기능으로 강력한 역할을 하는 조사권

을 행정자치부 장 이 가짐으로써 노동 계에서 오는 특수성을 간과할

수가 있다. 랑스의 CNIL같은 경우 조사기능으로서 특별히 사업장에

서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277)

입법론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를 감독할 기능을 어느 기 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랑스의 CNIL처럼 개인정보감독기

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재 존재하고 있는 노동 원회에 맡길 것

인지가 논의될 수 있는데 노동 원회가 독립된 사법 합의제 기 이

지는 하지만 구성에 있어 고용노동부장 의 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국회와 법원(국사원 포함)의 구성원으로 조직되는

CNIL의 독립 구조가 낫다고 생각된다.노동 원회의 장 인 노동

계의 특수성에 한 고려는 CNIL역시 조사권 노동 계에 한 특

화된 조사 기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정보감독기 역시

그 장 을 갖출 수 있다고 단된다.

VIII.단체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노동조합 등 근로자 표가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해 여를 하

는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처리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 으

로 방하기 함이다.그러나 만일 사용자의 과실이나 오남용으로 근

로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할 때에도 근로자는 집단

응이 그 피해구제에 유리하다.일단 근로자의 집단 성격을 배제하더

277)GuillaumeDesgens-Pasanau,Laprotectiondesdonnéesàcaractèrepersonnel,

LexisNexis,2009,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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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있어 집단 응이 법소송 기술로도 편리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제49조(집단분쟁조정)는 정보주체가 일정한 요

건을278)갖춘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51조(단체소송의 상 등)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279)법

원에 권리침해 행 의 지․ 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그러나 동법 제51조 제1호와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는 노동

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278)｢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상)법 제49조제1항에

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

다.

1.피해 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

명 이상일 것

가.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차가 진

행 인 정보주체

다.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사건의 요한 쟁 이 사실상 는 법률상 공통될 것

279)｢개인정보보호법｣제51조는 단체소송의 원고 격을 가지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 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정 에 따라 상시 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 을 것

2.「비 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 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단체

가.법률상 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

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정 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 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한

활동실 이 있을 것

다.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앙행정기 에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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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은 유럽식의 소송방식을 본뜬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

체로 하여 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주로 사업자들의 법행 를 지․ 지시키기

한 지․ 지청구소송으로 발 하여 왔다는 에서 미국식의 피해

집단 내 개인에게 당사자 격을 부여하여 집단구성원 원을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목 으로 하는 집단소송

과는 차이가 있다.그러나 재는 단체소송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허락하

는 등 양 제도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280)이러한 취지에도 불

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51조(단체소송의 상 등)는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범 가 무 소하다는 단 이 있다.구성원 수가 1천 명 이상

의 소비자단체와 5천 명 이상의 비 리민간단체에게만 소송당사자 격

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의 구제에 해서 단체소송을 인정한 이

상 소규모 시민단체들에 한 차별규정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노동조합

은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정의상 소비자단체도 아

니며 불특정 다수를 상 로 하는 비 리민간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

부터 원천 으로 배제가 된다.그러나 기업이 필연 으로 근로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며 그것을 오남용하여 노동통제를 하기 쉽다는 에서

개인정보침해 따리 피해배상의 험에 근로자는 더욱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침해발생행 의 지 는 지를 해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표가 단체소송의 원고 격을 가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80)이창범,앞의 책,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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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노동법제 내 근로자의 개인정보규정의 보충

I.근로자 개인정보처리의 취업규칙 필요 기재사항 추가

1.근기법 제93조 제12호의 해석과 보완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 노동법이 설정하는 두 가지 방향

으로 국가가 법률로써 개인정보처리에 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과 노동

조합 등 근로자 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을

교섭하는 것이다.근기법상의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으

로 사용자가 제정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는 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집단의 의로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의

제정을 근기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가 법률로써 강제한다는

에서는 국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근기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필요 기재사항으로 제1호에서 제11호

까지 근로시간,임 ,가족수당,퇴직,징계와 포상 주요한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제12호에서 “그 밖에 해당 사업 는 사업장의 근로자 체에

용될 사항”을 명시하여 기타 사항으로 개방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근기법 제93조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근로조건임을 명시하

지 않고 있으며 취업규칙의 의의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용되는 사

항을 획일 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신고하게 하

여 국가의 감독(근기법 제96조 제2항)을281)받게 한다는 에서 개인정

보의 근로조건 여부에 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은

281)근기법 제96조 제2항 “고용노동  법령 나 단체협약에 어 나는 취업규

 변경  명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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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획일 으로 처리한다면 근기법 제93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자는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 에게 신고

를 해야 하며 만일 신기술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자동처리되

는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면 이는 취업규

칙의 불이익변경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기법 제93조 제12호의 사항이 근로자집단 체에게 용되

는 사항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에게 용되는 개인정보처리에

해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국가의 감독을 피

할 수 있다는 에서 신기술 도입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

항을 취업규칙의 필요 기재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소수근로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문제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쟁 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사항이

취업규칙의 필요 기재사항이 되고 그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사용

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소수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사항을 합의할 경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권리를 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의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에게 이

러한 임을 의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취업규칙의 의의가 사업

장에서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의 획일 용이라는 을 생각해보

면 근기법이 취업규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수 근로자에게도 취

업규칙의 변경사항이 용된다고 단된다.이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일

반 구속력)이 정하고 있는 단체 약의 규범 효력의 확장과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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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라고 생각된다.소수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는

근기법 96조(단체 약의 수)제2항에 따라 법령에 반되는 취업규칙

의 내용에 해서는 고용노동부장 이 변경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규칙상의 개인정보처리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반한다면 고용노동부

장 의 명령으로 그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완될 수 있다.

II.노사 의회의 근로자개인정보처리 의

노동조합 외 근로자의 표로서 노사 의회의 근로자 원을 들 수 있

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의사항)제1항 제14호는 노사 의회의 의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사

업장 내 근로자의 감시 설비의 설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에

한 사항이다.그리고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신기계와 기술의 도입 는 작업공정의 개선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의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처리 일반에

한 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백 역이 생긴다.따라서 노사 의회

의 의사항으로 자노동감시 등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에 한 일반 내

용을 새로운 의사항의 항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그리고 랑스 노

동법 L.2323-14조와 같이 근로자들의 신기술 도입이나 감시설비 등

새로운 환경에 응할 수 있도록 노사 의회에서 로그램을 마련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I.산업안 보건법의 근로자 건강검진에 한 추가 규정

앞서 ｢산업안 보건법｣제43조(건강진단)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검진의

무와 근로자의 수진의무에서 건강진단기 이 사용자에게 달하는 진단

결과표에서 업무와 련 없는 일반 질환과 선천 장애 유 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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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는 것을 문제 으로 지 하 다.따라서 동법 제43조에서 건강

진단기 이 사용자에 달하는 결과에는 근로자의 해당 업무와 련성이

있는 질환일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업무 련성은 사용자가 아

닌 산업의학(직업환경의학) 문의가 단하여야 하며 구체 인 세부 사

항에 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유 자검사,약물검사 등 근로자의 사생활과 인격에 한 련성

이 있는 검사의 경우 원칙 으로 지하되 아주 외 으로 업무와의

성을 사용자가 독립된 산업의학 문의에게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입

증한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용자가 유 자 약물검사가

국내법령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업무와 한 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

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검사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

라서 정당한 검사에 해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해고와 감 등 징벌을 행한다면 근로기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반이 되며 승진 락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인간 유 자검사에 한 법률’제4조

제1항은 일반 인 불이익 지 규정으로서 어느 구도 유 으로 유사

(verwandten)한 자의 유 소질,자신 는 유 으로 유사한 자의

유 자검사 는 분석의 실시 는 불실시, 는 이러한 검사 는 분

석의 결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

리고 다시 동법 제21조 제1항은 노동법상의 불이익 지를 재차 규정하

고 있다.취업자가 유 검사 는 분석을 받을 것을 거부하거나

는 이미 행해진 유 자검사 는 분석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거부한 경

우에 취업자는 고용 계의 성립,승진,지시 는 종료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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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획기 으로 변화

시켰다.아침부터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

인하며 오후에는 해외 쇼핑몰에서 자신에게 맞는 물품을 구매하기도 한

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 처리가 매개된

다.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수 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최 한의 개인정보는 가공 능력에 따라

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되도록 많이

수집하고 싶어 한다. 한 획기 으로 발 하는 자기술과 통신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량수집과 가공이 가능하게 되어,개인정보는 편리한

서비스를 리게 하는 동시에 오남용될 경우,정보주체의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과 인격에 한 정신 침해까지 우

려된다.이러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막기 해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보

호법제를 마련하여 생활에서 필수 인 서비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해 일정 정도의 개인정보의 거래를 허용하되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에 한 권리도 보호한다.

개인정보 주체와 정보처리자의 표 인 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소비자를 들 수 있다.양자는 서비스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로

서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제

된다.그런데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로 치환시켜볼 때 이러한 의

사표시의 진정성이 그 로 인정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본 논문의 출

발 이다.노동법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한 종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다.따라서 근로자가 생존권을 하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

익을 감수하고 사용자의 의지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제

하는 것은 법리의 형식에 치우쳐져 법률이 지향하는 정의와 합목 성에

배되는 일이다.특히 정보 자체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192

힘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가진 사용자와 사

용자의 정보를 가지지 못한 근로자 간에는 종속성에 더한 이 의 비

칭 지 가 발생한다.따라서 이 의 열악한 치에 놓인 근로자의 개

인정보보호에 해서는 일반 인 근이 아닌 노동 계의 특수성을 기

반으로 한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

재 노동법제 내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나 특별

규정이 없으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노동 계에 한 특칙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인정보처리에 해서는 ｢개인정

보호법｣의 일반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이 열 에 놓인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과 한계를 알아보

기 에 먼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 가지는 기본권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

거가 되는 권리로 업의 자유와 노무지휘권 시설 리권이 거론되는

데 근로자의 권리를 분명히 해야 양자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이를 해결

할 방법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기본권

으로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라이버시권,인격권,헌법 제37조 제1

항을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들 수 있다.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업무와 한 연 성이 있다는 에서 좁은 의미의 사생활

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사생활의 비 과 자유 라이버시권은 의

와 의에 따라 그 용범 가 달라져 유동 이라는 ,인격권은 일반

규범으로의 도피는 오히려 기본권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극 청구권으로서 개인정보 근권을 포

함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기본권으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헌법재 소 한 국민의 개

인정보에 한 기본권에 해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열거되

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설시하 다.282)

282)헌법재 소 2005.5.26.99헌마513[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헌확인(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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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해서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그 문제되는 것은 제1호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한 경우이다.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사용자가

어떠한 개인정보라도 요구할 수 있으며(제1호),개인정보처리자인 사용

자의 정당한 이익의 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제6호)역시 이

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개인정보보

호법｣은 제18조(개인정보의 목 외 이용․제공 제한)제1항에서 개인

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래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해

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 외로

이용하는 표 인 사례가 바로 근로자를 통제할 목 으로 사용하는 것

이다.정당한 노무지휘권의 범 를 벗어난 근로자의 사생활 인격을

침해하는 노동통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정보의 자동처리로

생성되는 인사평가도 근로자의 해명권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

되어야 한다. 한 업양도 시 사용자가 보 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가 량으로 이 되는데,만일 근로자가 업양도인 사용자로부터

업양수인 사용자에게 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이 을 반 할 경우

이를 고용승계의 거부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실 으로 근

로자가 업양도 후 반드시 동일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승계의 거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외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침해 우려가 높지만 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의 문

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에 생체정보가 들어가는

지 여부와 사 자원 리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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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것,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짓말 탐지를 실시할 경우

이를 규제할 법률이 없어 근로자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침해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 외에 자노동감시 장치를 통

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사용자는 범죄 화재 방

등의 재산권 보호의 목 에서 감시장치를 운용하지만 실제 근로자들을

효율 으로 통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을 들고 있다.

자통신기술의 발달로 감시장치들은 더욱 은 해지고,시공간을 월

하며,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사생활 등 그 감시내용이 포 이며, 편

인 개인정보라도 가공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이러

한 자노동감시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자신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

감에 자발 으로 자신을 검열하고 사용자에게 복종하여 본래 노동 계

가 갖고 있는 종속성을 심화시킨다.그러나 행 우리 법제에는 근로자

에 한 자노동감시 자체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다.다만,｢개인정보보

호법｣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제한)에서 상정보처리

기기에 한 규정이 있으나 근무장소의 공개성 여부가 쟁 이 된다.기

타 이메일의 감청에 해서는 ｢통신비 보호법｣이,정보통신망을 사용

하여 근로자의 컴퓨터 사용기록이나 내용물을 열람할 경우에는 ｢정보통

신망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이,GPS와 자태그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 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한 법률｣이 련된다.

노동법제 내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정을 찾아보면 ｢근로기

법｣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증명서 발 의무 등 근

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규정은 다소 존재하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규정은 ｢근로기 법｣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

장)제1항의 규정과 ｢근로자참여 력증진에 한 법률｣제20조(

의사항)노사 의회의 의사항으로 제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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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설치에 한 규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일반법인 ｢개

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용할 수밖에 없다.다만 SNS의 과도한 사용

에 해 해고 등 징계처분이 있을 경우 이는 ｢근로기 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단체교섭에서 노

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한 것으로 볼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리하여 그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노동조합 역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이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그 외

문제 으로는 ｢산업안 보건법｣제43조(건강진단)에 따른 사용자와 근

로자의 건강진단의무에서 사용자에게 달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서에

업무와 련이 없는 일반 질환 유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과 알코올

약물검사에 한 허용 요건이 없다는 ,그리고 ｢ 견근로자보호

등에 한 법률｣에서 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가 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정이나 비

설 지 규정이 없는 것이 지 될 수 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정보법제와 기존 노동법의 해석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역이

있기 때문에 궁극 으로는 입법으로 해결여야 한다.입법의 형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통일 인 법해석을 해,근로자의 개인정

보보호와 함께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이용까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며,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근성을 높이기 해서는 행 ｢개인정

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률 내 별도의 노동편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구체 으로 노동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먼

용되는 인 범 에 재직 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향

력 범 내에 있는 입사지원자와 퇴직 근로자까지 포함되어야 하며,죄

형법정주의 때문에 열거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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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출신지역과 생체정보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그리고 앞서 ｢개인

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수집 이용의 정당성 요건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

할 기 을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인 사용자

의 정당한 이익과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간 상당한 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은,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업무와 한 련성이 있어

야 한다는 것으로,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은 합리 인 범 내이어야 한

다는 은,개인정보처리로 얻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침해는 비

례 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그 외

자노동감시에 있어서는 비례성 원칙의 한 내용인 보충성의 원칙을 강하

게 규정하여야 하며 ｢통신비 보호법｣상 검열의 개념을 우편물에 국한

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범 를 업무용 컴퓨터의 기록물 등으로 확장하

여야 한다.

그리고 자노동감시에 해서는 그 기술 수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비교법

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별도의 사업장감시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우리도 국가인권 원회가 2013년 ‘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으나 그 내용이 빈약하여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나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특히 호주의 사업장 라

이버시법이 강제력을 갖고 있는 법률의 형식이라는 과 다른 입법례나

가이드라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 감시’에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는 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다.만일 자노동감시 등을 통해 사용자가

불법 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한

거부권을 가져야 하며 거부하 을 경우 이에 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은 지되어야 한다. 한 부당한 개인정보제출에 어쩔 수 없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는 면책되어야 한다.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원회,개인정보 분쟁조정 원회와 행정자치부 장 으로 분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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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정보 감독 피해 구제기능을 단일하고 독립 인 문기 에게

맡겨야 한다.마지막으로 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51조(단체소송의

상 등)에서 단체소송의 원고 격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으나 사

용자의 개인정보침해에 해 근로자의 이익을 가장 잘 변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법제 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노동편 신설과는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법 내의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에 한 규정들을 보

완하여 그 목 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근로자의 근성을 보장하면서 기존 차의 개정에 따른 혼

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먼 ｢근로기 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의 취업규칙의 필요 기재사항과 ｢근로자참여 력증

진에 한 법률｣제20조( 의사항)에의 노사 의회의 의사항에 노동

감시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 차 개인정보 근권에 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그리고 ｢산업안 보건법｣제43조(건강진단)의 근로자

의 건강진단 결과표의 내용을 근로자의 업무와 련된 것으로 한정하여

야 한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행 법률의 해석지침과 입법론의 방

향설정에 있어 어떤 원칙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근로자의 해당업무와 ‘ 한 연 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를 매개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이며

근로자의 사용자에 한 종속성도 노무제공이 근로자의 인격과 무 하

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

해를 인정하기 해서는 근로자의 사고 는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즉

업무와 련이 있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도 노무제공과 련하여 직무능력 평가와 여

등 노무제공에 한 반 부를 이행하기 함이다.따라서 갈수록 갈

등이 심화되고 있는 자노동감시를 포함하여 근로자 개인정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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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쟁 을 해석할 기 으로 개인정보가 과연 사용자의 노무지

휘를 하여 근로자의 해당업무와 한 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신 ․신체 침해에 해 많은 약 을 갖고 있다.그

리고 계속 진화하는 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근로자 개인정보침해의

양상은 어떻게 발달하여 갈지 명확한 측이 불가능하다.그러나 사용

자와 근로자 간의 형식 평등이 아닌 힘의 불균형이라는 실질 비

칭 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등한

교섭이 이루어지고,법규의 해석지침으로 개인정보의 업무 성을 바

탕으로 사안의 해결방안을 찾아간다면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해 기술을 이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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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rovisionsof“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ct(PIPA)”,a

generallaw for personal data protection,are not enough to

guarantee the worker’s rightofinformationalself-determination,

becausethePIPA recognizesgenerallytheworker’sconsentforthe

employerto process hispersonalinformation aswellas admits

widelytheemployer’slegitimateintereststoprocesstheworker’s

personalinformation.However,duetotheworker’ssubordinationto

theemployer,theworker’srealintentiontoconsentissuspected,

andtheinterpretationoftheemployer'slegitimateinterestsisvery

ambiguous.Inaddition,thereisfew ornotheprovisionsforthe

protectionoftheworker'spersonalinformationinthelabourlaw,so

thelegalinstitutiontopreventtheabuseoftheworker'spersonal

informationisnotwell-equipped.Theimbalancebetweenhavingand

nothavingtheinformation,toaddtotheworker'ssubordination,

makestheworkerinferiorallover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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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waytoprotecttheworker'spersonalinformation,first,when

the provisions ofthe PIPA are applied to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andworkers,theworkersareprotectedinthesubstantive

andproceduralcontentssuchastherestrictionsonuseofpersonal

information.Accesstopersonalinformationasarightofclaim is

alsousefultoprotectworkers.Buttherearemanyshortcomingsin

the PIPA.The provision for sensitive information except for

trade-union memberships cannot reflect the aspects of labour

relations,andtheEnterpriseResourcePlanning(ERP)automatically

managestheworker’spersonalinformationwithoutanysubjective

evaluationaswellastherebeing noprovisionforalie-detector.

Furthermore,theelectronicsurveillanceisusedsecretlybeyondthe

timeandspace.Itsresultscanbereprocessedtomakethenew

informationandrelatestotheworker’spersonality.Sotheelectronic

surveillanceisusedtoinfringeontheworker’sprivacyandrightof

informationalself-determination.However,thereisnospecialActon

theelectronicsurveillanceintheworkplace.Therefore,asarelated

law,thePIPA isappliedtothemanagementofimage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such as a CCTV.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Act’isapplied to security monitoring of

emai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UtilizationandInformationProtection,Etc.’isappliedto

reading theworker’scomputerusagerecord and contentsin the

internetnetwork.‘Acton the Protection,Use,Etc.ofLocation

Information’isapplied tolocation tracking with GPS and RFID.

These laws,though,do notdirectly aim forthe protection of

workers'personalinformation,so they reach this levelatthe

uppermost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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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areaoflabourlegislation,theworker’sexcessiveuseof

SNS andtheemployer’sdutyofmanaging theworker’spersonal

information afterhis retirementcan be debated.To protectthe

worker’spersonalinformation fully,therepresentativeofworkers

delegatedbytheworkersisabletonegotiatewiththeemployerfor

the process of personalinformation gleaning in the collective

bargaining.Likewise,theLabour-ManagementCouncil,inconformity

with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canplaythesamerole.Itisalsopointedoutasa

problem thathealth examinationsforworkerscertificatepursuant

the‘OccupationalSafetyandHealthAct’includesgeneralmedical

conditions and genetic diseases that are not involved in the

occupation.Thus,theworkerwhohasanysuchdiseasesmaysuffer

adisadvantagebyprejudice.Alsotherearenoprovisionsforalcohol

anddrugtestinginthe‘OccupationalSafetyandHealthAct’andno

restrictionsonuncoveringtheworker'spersonalinformationbythe

temporary work agency in the ‘Acton the Protection,Etc.of

TemporaryAgencyWorkers’.

Astheoriesoflegislationstrivesupplementthesekindsofloop

holes,theLabourChaptershallbeestablishedinthecurrentPIPA.

IntheLabourChapter,notonlythepresentemployeesbutalsothe

jobcandidatesshallbeincludedinthecategoryoftheworkerswho

aresubordinatetotheemployer,andthekindsofsensitivepersonal

information as wellas the conceptofcensorship shallalso be

reinforced.In thebargain,thePrincipleofbeing Involvedin the

OccupationandofProportionshallbeaddedinexpresstermsto

interpret restrictively on the provision of legitimacy of the

employer'sintereststoprocesstheworker'spersona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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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rincipleofSubsidiarity,adetailedcontextinthePrincipleof

Proportion,shallbestipulatedbytheelectronicsurveillanceinthe

workplace. If the employer manages the worker's personal

informationillegally,theworkershallhavetherighttoobjectthis

processing ofhis information and shallnotbe disciplined for

submitting the artificial information. As one aspect of the

organizationistoprotecttheworker’spersonalinformation,theroles

ofth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Committee,theCommitteefor

MediationofDisputesonPersonalInformation,andtheMinistry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oncerned with

personalinformationshallbeunited.Inthelabourlegislation,the

provisionsofworker’spersonalinformation,forexample,thematter

concernedwith therestrictionson theelectronicsurveillance,the

rightofaccesstopersonalinformation,etc.,shallnecessarily be

required in the rules of employment and consultation of

Labour-Management Council.And the health examinations for

workerscertificateshallnotcontainthematerialsnotinvolvedin

theworker’soccupation.

Asabove,theguidelinesforinterpreting currentlawsand the

study on lawmaking isthattheprocessing ofworker'spersonal

informationisnecessarilyconnectedwiththeworker'soccupationin

theworkplace,becausetheemployershouldordertheworkeronly

inasupervisedfieldaccordingtotheemploymentcontract.

Keyword:worker'spersonalinformation,worker'spersonaldata,

employee's personal data, electronic surveillance,

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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