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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e메일 모니터링 논란 - ‘기 보호’, ‘사생활침해’ 팽팽

ㅇ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업들의 직원 e메일 모니터링을 둘러

싼 논란의 핵심쟁점은 ‘기업비 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직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인가 하는 점임

ㅇ 주요 내용

- 직원 e메일을 불법검열한 혐의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간부

가 전격 구속된 사건은 은 히 진행돼 왔던 기업 메일검열의 불법 여

부를 표면으로 부상시킴. 그동안 개인적 이유로 타인 메일을 엿봤다가

구속된 사례는 있으나 회사업무와 관련, 메일검열 관련자가 형사처벌된

것은 국내 처음이기 때문임

- 2000년 한햇동안 수사당국에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건은 60여건에

이름. 상당수 기업들이 회사 이미지 추락을 우려, 덮어두는 경우가 적

지않아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됨. 특히 정보화가 급진

전하면서 최근에는 e메일이 기 유출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

- 지난 98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사건도 e메일로 이뤄

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당시 유출사건으로 삼성전자가 입은 손실액은

6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끼쳤으며 LG정보통신도 한

직원이 회사 e메일을 통해 교환기(ATM) 관련 기술인 ‘주제어장치’ 파

일 등을 유출하려다 법원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

- 일부 기업들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고용계약서에 ‘e메일등 개인의

통신수단을 검열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단

체들은 e메일 검열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임. 기업

에 검열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줄 경우 근로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임.

-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허나 이는 통신사업자에 한한 것이고 일반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사규 등에 사내 통신감시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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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헌법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17조)를 내세워 헌법소원

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ㅇ 시사점

- 회사의 업비 등 기 사항의 인터넷을 통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측의 노력은 결국 노동자를 감시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 이러

한 현상의 배경에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회사이익의 보호라는 두 가

지 법이익이 충돌하고 있음

- 현재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통

신망법, 통신비 보호법, 헌법 등이 있으며 회사측의 감시행위를 정당

화 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부정경쟁방지및

업비 보호에관한법률(사후적 처벌) 등이 있음

- 문제는 현행제도상 사후적 처벌만 인정되어 업비 등이 누설

되고 난 뒤 회사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음. 따라

서 사측은 근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비 침해행위 등을

저지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며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적

절한 선에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외국의 경우(미국, 국 등) 사전고지를 전제로 회사측에 명백하게

손해가 갈 수 있는 근로자의 행위를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현행 이러한 법률제정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상호묵시에 따라 행해지고 있어 시급히 관련법률의 제정이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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