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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하여 임 을 

지 함을 목 으로 체결된 계약이다(근로기 법 제17조).  근로자는 직

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는 사업장에 임 을 목 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이다(근로기 법 제14조). 그런데 근로자가 임 을 받을 목 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상품과 

달리, 근로자의 신체·인격과 불가분의 계를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근

로자가 그 노동력만 분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그 신체와 인격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로의 이와 같은 

특성은 근로계약 계 내지 노동 계를 고도의 인  계로 만든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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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에서 근로의 효율  이용을 하여 사용자가 인사권, 지시·명령권

을 가지는 것으로 정되고 당사자간의 신뢰 계(성실·배려 계)가 시

된다. 
좀 더 구체 으로 말하자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의 시간, 장소, 방법에 

한 지시·감독에 있어서 근로자의 신체와 인격에 련되는 요소에 해

서까지 여를 하게 된다. 근로자의 건강, 복장, 근무 의 행태 등은 물

론, 재의 근로제공과 직  련 없는 신조·심성이나 능력계발 등에 이

르기까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무규율로 규제를 하거나 그때그때 근

로자에게 지시·감독 내지 명령을 하려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

하고자 할 때에 근로자의 노동능력이나 직무수행 격성에 련된 제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노동능력이나 직무수행 격성과 

직  계없는 여러 가지 사생활상의 정보까지도 구하려 하거나 조회·조
사를 통하여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도 한다. 나아가서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행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은 물론 퇴직 후의 생활 계에 

해서도 사업의 이해 계나 사회  평 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를 하려 한

다.
그러나 근로자도 인간이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를 가지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 한 사용자의 범한 규제는 필연 으

로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충돌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사용자의 규제가 과도할수록,  한편으로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질수록 이 충돌은 실화하게 된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

에 한 취업규칙의 규제조항에 반하 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

나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그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업규칙의 규

제조항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기 마련이다. 그 다고 하여 근로의 인격불

가분  특성을 무시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생활에 일체 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여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에 어느 정도 여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의 해석론이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일부 선진국처럼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입법이 특별이 없는 우리

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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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부족하고 례의 축 도 미미하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와 련된 국내의 산발  연구와 례  외국의 

논의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Ⅱ. 근로자 사생활의 의의

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에 한 일반 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업소개에 여하고 있는 자의 비 보장의무(직업안정

법 제42조), 근로감독 의 비 유지의무(근로기 법 제106조), 건강진단종

사자에 한 비 유지의무(산업안 보건법 제63조) 같은 규정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한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를 정한 근로기 법 제101조는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확

보하는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기숙사라는 사  역에 한

정되는 것이고, 직장 일반을 상으로 하는 규율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제정법상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 사생활의 보장이 부정되는 것

은 아니다. 사회에서 사생활권이 私法상의 일반  법익으로서 보장되

고 있는 이상,1) 근로자만 당해 권리를 부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다

만 근로자 고유의 사생활이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직장이 노무제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립하는 기업질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노무제공을 주된 부의무로 하고 있는 계속  채권계약

이라는 “근로계약의 특수성”에서 일정한 범  내로 사생활의 의미가 제

한될 여지가 있다. 

 1) 민사 실무 으로도 1990년  후반부터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에서 의

미 있는 결을 내리고 있다. 종 에는 사생활의 비 이 법하게 공개된 경

우에 하여도 재 실무는 이를 명 훼손이라는 에서 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명 와 사생활을 분리하여 별개의 단을 하고 있다( 표

인 것이 사생활의 비 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하여 사생활의 비 ·자
유의 침해를 이유로 한  1998.9.4, 96다1132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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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

1) 근로자 사생활 보호의 근거를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계에 의하여 

찾을 수 있다.2) 여기에서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 ·배려할 의무가 정된다.3) 
이 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국 고용계약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력의무(duty of co-operation) 논의이다.4) 즉, 고용계약의 양당사자가 고

용 계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일정한 작  혹은 부작 의무를 부담

한다고 한다. 본래 력의무는 커먼로상의 고용주(master)와 피용자

(servant)간의 지배복종 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며, 노무제공시 고용주

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근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피용자의 요

한 의무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것은 피용자의 노무제공을 해하

는 여러 가지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로서 인정되고, 동시

에 그 용 범 도 확장시켰다. 즉, 력의무의 내용은 임 지불의무나 

안 배려의무만이 아니라 피용자의 노무제공을 해하는 정신  조건의 

제거의무에까지 확 시켰다. 구체 으로는 동료의 성희롱으로부터 피용자

를 보호해야 할 의무, 부하의 면 에서 매니 가 격정 인 힐책을 그만

두게 할 의무, 피용자의 불만의 참된 이유를 조사할 의무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5) 여기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 계를 일당사자의 이익 계에만 

머물지 않고, 계약 계를 일체화해야 한다고 하는 에서 근거한 것이지

 2) 사생활의 조사, 공개에 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합의를 했었는가 하는 계약

론과 함께, 노무의 원활한 수행에 하여 어느 정도의 사생활의 조사, 공개

가 필요한가가 쟁 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것은 일반 으로 근로계약상의 부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악되지만, 

배려의무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기본  의무로 악하는 입장도 있다(山
田省三, “職場における勞働 のプライバシー保護”, 日本勞働法學 誌78号, 
1991, 38쪽).

 4) B. A. Hepple and S. Fredman,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Great Britain, Kluwer, 1986, pp.99-100. 참고.

 5) Woods v. W. M. Car Services (Peterborough) Ltd [1982] ICR 693; 
Courlauds Northern Textiles Ltd. v. Andrew [1979] IRLR 84; British 
Aircraft Corporation v. Austin [1978] IRLR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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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해할 정신  조건을 정비해야 할 의무는 확

실히 근로자에 한 사생활의 보호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독일에서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로서 “배려의무”가 인정

되었고, 이 배려의무의 상 가운데, 근로자의 인격권도 포함된다. 그 의

미로서 일반 으로는 “근로자의 인간 가치(MenschenWürde)의 존 ,  

그 인격의 자유로운 개(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의 보호”
로 정의될 수 있다.6) 보호되는 인격권의 내용으로는 자기의 상에 한 

권리, 자기의 주장에 한 권리, 자기의 역에 한 권리, 그리고 개인

정보의 보호가 포함된다. 

2) 반면 근로자 사생활에 한 사용자의 간섭이라는 법  문제는, 근

로계약에 기인한 근로자의 의무 범 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근로자는 기

본 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단순히 기계 인 근로를 제공할 의무에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할 의

무, 즉 직무 념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7) 이러한 직무 념의무를 제

로 수행하기 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지시권)을 정하게 되고, 이 

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 으로 확정·실 되게 된

다. 사업의 효율  수행을 하여 근로자의 치와 역할을 정하고, 근로

제공의 능력·의욕을 높여 조직을 활성화하기 한 여러 가지의 근로자에 

한 체계 인 리의 필요성이 생긴다.  조직  노동의 원활한 수행

을 하여 규율·질서를 설정하는 것도 필수 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간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종 검사, 복장에 

한 규제 등의 간섭  행 는 약정된 노무제공에 한 계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약정 노무제공과 무 계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근로자 사생활의 범 에까지 침투하는 행 는 지된다. 일반 으로 

복장이나 두발 규제와 같이 직무와의 합리  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8) 

 6) Wolfgang Blomeyer,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Ⅰ, 2.Aufl., 
2000, S.1972.

 7) 임종률, 노동법(제4 ), 박 사, 2004,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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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과 개인적 사정

근로자의 개인  사정은 원칙 으로 근로계약상의 의무와 무 한 것으

로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가치 존 을 근

거로 하기 때문이다.9) 결혼할 것인가 아닌가, 어떤 가족 계를 이루고 

있는가 등의 사  생활 모습은 근로계약과의 계와는 단 된 것으로 표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가족  사정 등을 근로 계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

는 법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10) 컨  배치 환의 법

리에 있어서 가족의 사정과 업무상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는 것, 정리

해고시 해고될 자 선정의 기 에서 가족 사정을 고려하는 것, 가족수당

의 지  등이다. 가족 사정을 존 해야 한다고 하는 요청과 가족 사정·개
인 사정 등 사  역에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요청이 일정 부문 조정

되어야 할 문제가 생긴다.11)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가족 사정·사  사정의 공개와 련하여 미신

고 등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2) 이것은 “개인의 생활”과 “직
장”의 분리, 기업 복종 의식의 이탈, 사생활을 요구하는 권리의식 등 근

로자 개인의 의식 변화가 생기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사정 

 8) 보통 직무와의 련성  그 정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식” 등을 매개로 

하여 단한다. 참고로 직무와 직  견련 계가 없는 “시민  도덕”상의 

의무도 상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의무 반에 하여는 도덕  설득만이 가

능할 뿐 근로계약상의 법  의무 반, 법  제재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今野 夫, “私的自由と勞働契約”, 講座21世紀勞働法 6卷, 有斐閣, 2000, 
110쪽).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 이 법 으로 의무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9) 島田陽一 “勞働 の私的領域確保の法理”, 法律時報66권 9호, 1994, 256쪽. 
10) 今野 夫, 앞의 논문, 112쪽.
11) 근로계약상 고려되어야 할 이와 같은 가족의 사정  사  사정은 어떠한 의

미에서는 근로자의 경제  상황에 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족수당”
이란 것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근로조건·임 의 보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을 “양육한다”고 하는 소극  응에 불과한 것이다. 즉, 
재 행해지고 있는 가족 사정에 한 고려도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확보라

는 보다는 사회  효과의 에서 소극 으로 응하는 것에 불과

하다.
12) 今野 夫, 앞의 논문, 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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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는 법이론도 근로자의 신고의무 여부 단시 고

려해야 할 것이고, 만약 개인 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

인하여 사용자에게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고 자체에 하여는 사생활 보호의 에서 필요 최소한의 요청 

 엄격한 개인정보의 리가 요구된다.13) 

3. 노동법영역에서의 정의 규명

결국, 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법 

역에서의 고유한 범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근로자의 사  역 확

보라는 에서 민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시사 이다.14) 그리

하여 노동법에서도 사생활의 권리를 “비 로 해두거나 자유롭고 싶은 사

 역”에 하여 “부당하게 여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해 보고자 한

다. 
“비 로 해두거나 자유롭고 싶은 사  역”에 해서는 다음 두 가지 

역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 개인의 신상  정보의 역이다. 
여기에는 사상·신조 등 정신  역, 육체 ·정신  건강상태, 가족·친족

계 등의 신분사항, 학력·경력 등의 이력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

신  역은 기본  인권의 핵임과 동시에, 그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

익 취 이 명문에 의해 지되고 있지만(근로기 법 제5조), 그 외의 사

항은 노동력 평가 등의 측면에서 보호 범 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 직

장 내외에서의 활동의 역이다. 사내에서도 근무 외 시간 개인 e-mail 
발송 등의 사  활동의 범 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외에서도 교류 계

나 소속단체 가입, 타사에의 취입15)이 문제될 수 있다. 이들은 직장 외

에서의 계나 직장 내에 련된 계로 구별된다. 특히, 후자에 하여 

순수한 사  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13) 島田陽一, 앞의 논문, 256쪽.
14) 민법학에서는 체로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사  역의 평

온과 비 을 요구할 수 있는 법  보장(김재형, “인격권 일반”, 민사 례연

구(ⅩⅪ), 박 사, 1999, 644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15) 여기는 취업규칙에서 겸직 지 혹은 허가제가 다루어지는 이스가 많다(서

울행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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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여의 주체는 반드시 사용자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를 들어 

련기 의 담당자), 원칙 으로 사용자를 상으로 볼 수 있다. “ 여 

형태”로서는 이하 네 가지의 유형이 고려된다.16) 다만, 그것이 ‘부당한’ 
가 아닌가는 그 목 , 사항, 태양 등에 의하여 개별  단을 요구한다. 

첫째, 종업원의 정보에 한 수집, 리, 공개이다. 특히, 조사나 신고·
표명의 요구가 문제될 수 있다. 조사는 사용자의 일방 인 행 이지만, 
신고·표명의 요구는 피용자에 하여 의사에 반하는 행 를 요구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다. 이는 채용과정에서 많은 문제로 된다. 둘째, 감시·검사

이다. 업무 자체의 감시는 원칙 으로 사생활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

도와 방법과 련하여 부당한 여로 인정될 소지가 많은 것이 있다. 셋

째, 업무명령상의 조치이다. 두발이나 복장에 한 제재조치로서의 업무

명령, 통근 방식에 한 각종 규제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근로기 법과 

련하여 일정한 우 조치를 받기 하여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의 당부도 다투어진다. 넷째, 특정 행 를 이유로 하는 처분이

나 해고이다. 
이상 네 가지의 유형 가운데, 1, 2는 일반 인 사생활 침해와 거의 동

일한 태양이다. 다만, 표명의 요구 등 피용자에 특정한 행 를 시키는 것

은 업무명령에 의하여 그것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한 업무명령 반

으로 하는 해고의 문제도 된다)때문에, 노동법 독자의 역으로 볼 수도 

있다.  3, 4는 노동법 독자의 여 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Ⅲ. 근로자 사생활 보호의 충돌 영역 

1.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1)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와 한계

16) 이에 한 상세는 道幸哲也, 職場における自立とプライブアシー, 日本評論

社, 1995, 35쪽 이하 참조. 



김태정: 근로자 사생활의 의미와 보호범 9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을 심으로 한 종신고용제가 형  고용

형태로서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장기 · 속  성격이 강조

되고, 근로자의 능력평가에 있어서도 재의 능력·성 만이 아니라, 잠재

 능력이나 조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요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이 때문에, 노무 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업무능력과는 계가 없는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

여 법원도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는 경력을 기재한 이

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

력을 평가하기 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직장에 한 정착

성과 응성 등 인격  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

므로 그 단자료로 삼기 한 것이다”17)라고 하여 기업의 근로자에 

한 인격  단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 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일반 으로 개

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  지 ·신분 등에 한 사실· 단·평가를 표창하

는 모든 정보로 정의되며, 구체 으로는 내심의 비 (사상, 종교), 심신의 

상황(체력, 건강상태, 신체  특징, 병력, 임신·출산), 생활·가정·신분 계

(성명, 주소, 가족 계), 경력(학력, 경력, 범죄경력, 자격), 사회 활동(소
속단체, 취미·특기, 교우·교제 계), 재산· 융 계(재산, 소득(가족의 수

입), 융거래 계)가 해당될 수 있다.18)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도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따르는 노무제공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근

로계약의 특질에 의해서만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정보

를 사용자가 수집해야 할 필요성과의 련에서 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력의 평가 ⇒ 경력(다만, 범죄경력은 의문임)
② 임 ·수당의 산정, 복리후생 ⇒ 생활·가정·신분 계(특히, 가족 계)
③ 세 ·사회보험료의 공제 ⇒ 가족 계, 소득

17)  1999.3.26, 98두4672;  1999.12.21, 99다53865 등 다수. 
18) 이러한 수식은 山田省三, 앞의 논문, 4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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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 배려의무, 임산부, 상병자의 근무제한 ⇒ 심신의 상황

⑤ 배치 환 등의 인사권 행사 ⇒ 심신의 상황, 주소, 가족 계 

사용자의 정보수집 필요성은 당해 노무의 제공에 한 능력·자질을 객

으로 단하기 하여 불가결한 사항(①)  근로조건 결정을 하여 

필요한 사항(②-⑤)에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19) 따라서, 사용자가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 내심의 비 (사상, 종교), 사회  

활동(소속단체, 취미·특기, 교우·교제 계), 재산· 융거래 계가 해당된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하여 근로자는 신고를 거부할 수 있

으며, 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허 의 신고를 했다는 을 이유로 하

는 징계처분 등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의무 반이라고 평가된다.
한, 사용자에 의한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정되는 경우라도, 수집의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은 당연

하다.20) 즉,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직  수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의 주체성을 존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처리된 자기정보에 하여 명확히 악할 수 있는 것이 

그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는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인으로부터 

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서는 일반 으로 본인이 행하는 신청, 
신고, 상담, 수진, 조사회답 등이 있으며, 면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평가 등을 기록하는 것도 직  수집에 포함될 수 있다.21) 반면, 제

19) 최근 채용시 사용자에 의한 응모자의 범 한 정보수집에 해 서서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두가지 고려에서 기업의 채용의 자유가 제약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첫째 측면은 고용시 차별을 지하는 에서의 움직

임이다. 2003년 국가인권 원회가 38개 주요 기업체( 기업 34개, 공기업 4
개)를 상으로 입사지원서 내 채용목 과 련이 은 차별  항목 지   

시정요구를 한 것은 시사할 만하다. 둘째 측면은 개인정보보호의 에서의 

규제이다. 우리나라 직업안정법 제42조에서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해 업

무상 비 유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정보수집 자체에 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직업안정법 제5조의4 제1항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보 하고, 사용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목 의 달성에 필요한 범  내

에서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라고 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 山田省三, 앞의 논문, 42쪽.
21) ILO, Workers' Privacy Part Ⅰ. :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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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로부터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하여는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

서 개인정보가 수집됨에 의하여 기치 못한 권리이익의 침해가 생길 염

려가 높기 때문에, 신 한 응이 요구되므로 본인의 동의를 얻음이 원

칙이다. 본인의 동의를 얻기 하여는 수집 목 , 수집 상 방, 수집된 

정보 항목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한 요사항을 본인에게 주지시키고, 
그 이해를 얻은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22) 

2) 개인정보의 리  공개

(1) 사용자는 종업원에 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

보들은 추후의 인사 리 평가를 하여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배려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일정한 개인정보를 보 하

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생

기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 있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방법에 제한

을 가할 필요가 있다.23) 이것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한 사용자의 정

보 리의무의 문제이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보 은 수집 목 의 범  내에서만 당해 자료를 보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납득하기 쉽고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

로 보 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가 수집목 과 다른 목 에서 이용된다

면, 그 정보가 가지는 의미가 왜곡되어 근로자에게 뜻밖의 불이익을 

of work digest Vol.10 No.2, 1991, p.89. 참고.
22) ILO의 노동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행동 칙(Code of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제6조 제2항에서도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사 에 설명을 듣

고, 한 그 자의 명확한 합의에 기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수집될 정보의 

유형과 함께 처리의 목 , 사용자가 이용하려고 하는 정보원이나 방법, 한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래될 결과에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23) ILO의 노동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행동 칙(Code of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제8조 제3항에서도 개인정보의 

리의무와 련하여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  정보처리에 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일람표로 한 일반 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은 정기 으로 체크되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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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서는 

근로자가 “자기에 한 정보의 흐름을 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요하며, 그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등에 

하여 공개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는 

수집목 에 비추어 보 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에 하여는 신속히 

기 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계속 보 된다면, 악용 

는 유출 등 개인정보가 침해될 잠재  험이 계속되거나 증 되기 때

문이다. 셋째, 사용자는 보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하여 수집목 에 

응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정확·최신의 상태에 있도록 검·갱신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정확성, 최신성을 흠결한 상태로 보 된다면, 
컨  고용상의 결정이 근로자 상황을 공정하게 반 되지 않는 상태로 

행해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 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일단 입력된다면, 본래의 문맥과는 단 된 형태로 단

편 으로만 이용되거나 수시로 범 하게 달될 험이 히 증 하

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의하

여 근로자에게 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자가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하여 공개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24) 
특히,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용자나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은행, 신용회사, 보험회사와 같은 융기  등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 내용은 근로자의 직무와 련된 정보

에 한하지 않고, 그 가정상황, 정치·종교 활동, 경력이나 성  경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생활 자유의 한 침해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다.25) 
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종업원에 한 정보의 다수는 임  정보 

등을 포함하여 본인으로서는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은 것들이다. 

24) 근로기 법 제39조에서는 “ 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 으로 비 기호 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종업원 정보

공개에 하여 일정한 제약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규정은 사생활의 

보호보다도 차별 지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25)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Your Right to Privacy", An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andbook, 2nd ed., 1990,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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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칙 으로 사생활 침해행 로 볼 수 있으며, 공개의 방식이나 표 에 

따라서는 명 훼손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26) 이에 근로계약상의 보

호의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의 공개제한 의무가 부여될 필요성

이 있다.27)

먼 , 개인정보의 공개는 수집목 의 범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상업

목 과 같은 당 의 수집목  이외의 목 으로 공개하는 것은 원칙 으

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일단 수집된 개인정보로부터 무제한 으

로 이것을 이용  제공할 수 없다. 한,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에 하여 제공 목 의 범  내에서 

처리가 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부 한 

제공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악용함으로써 여러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다른 자에게 무

단으로 달됨으로써 근로자가 생각지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다. 

2. 건강정보의 수집과 관리 

1) 수진의무의 이행

(1) 최근 사생활의 보호와 련하여 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건강진단

의무의 존부이다. 즉, 건강상태(정신 건강상태를 포함)는 일반  사생활의 

핵으로 되는 부분이고, 이들에 하여 멋 로의 탐색을 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 이 은 원칙 으로 노사 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통상은 

26) 징계해고 등의 사실을 계자에 통지한 것 외에 회사 내에서도 게시한 사실

은 사생활의 침해보다도, 명 훼손이나 정신  고통을  불법행 라고 시

한 일본 결도 있다(安全택시 사건(長岐地判 1989.2.15, 勞判 547호, 63쪽)).
27) ILO의 노동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행동 칙(Code of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제10조 제1항에서도 “개인정보는 

(a)생명이나 건강에 한   박한 침해를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b)
법에 의하여 요청되거나 인정되고 있는 경우, (c)고용 계상의 조치에 의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명확한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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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의 ‘권리’가 문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직장에서의 과로사나 스트 스가 사회문제화로 됨에 따라

서 근로자의 신체·정신 양 측면에서 건강상태에 한 사용자의 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사용자는 의학  조건이나 기질과 련된 비용( 컨

, 의료보험료, 생산성 악화, 산재보험료) 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려는 측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28) 이 때문에 사용자는 여러 근거를 이유로 근로

자의 건강상태를 알 필요가 있으며, 이 한도에서 근로자의 건강 정보에 

한 사생활은 제한되게 된다. 요컨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문

제이다. 
우선 수진의무와 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하여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내용의 수진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로 

법령상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기 건강진단이나 유해업무종사자의 건강진단과 같이 법령이 수진

을 명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리를 목 으로 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의무가 사용자에 부과되는 한편, 그 ‘수진의무’가 근로자

에 있다고 하고 있다(산업안 보건법 제43조 제3항). 이 게 근로자의 

력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로자의 력 없이는 사용자의 안 배

려조치도 무의미하다는 에서 본다면, 일종의 산업안 보건법상의 력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29) 둘째로, 근로계약상의 근거를 둘 수 있다. 사

용자로서는 근로계약상의 안 배려의무의 이행을 하여 근로자의 질환

이나 건강상태를 숙지해두려고 하는 게 불가결하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

의 노동시간을 리할 의무가 있고, 업무의 수행에 수반하여 피로나 심

리  압박 등이 과도하게 축 되어 근로자의 심신의 건강을 손상시키지 

28) 의료검사의 목 은  “ 언  심사”를 통해 재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사

람이 장래에 의료장해로 발 할 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변

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새로운 형태의 의료심사는 주로 기술발 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고용 차의 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 안 배려의무가 일종의 결과채무에 가깝기 때문에, 완 한 의무의 이행에 필

요한 근로자의 력의무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지 으로는 諏訪康雄, 
“職業病の總合精密檢診は業務命令で强制することできるか”, 判例評論 308
号, 1985,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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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주의할 것이 의무지워지고,30) 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에 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하고 연령 등에 따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

내용의 경감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31) 그 외 노무제공상·공익상의 근

거도 고려할 수 있다. 를 들어 항공기 일럿, 철도 혹은 택시 운 사

와 같은 승객의 생명에 련되는 직종에 하여는 안 운 의 확보 차원

에서 심장질환 검사나 정신건강 검사가 허용되고, X선 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 뢴트겐 검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2) 문제는 당해 수진의무 명령 반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

는가이다. 향후 산재 피해자나 상병 근로자의 처우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달할 것이 상되므로, 이 의 검토는 매우 요하다. 이론

으로는 근로자에 하여 수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

와 부당하게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얼마

나 조정해야 하는가가 주요 쟁 으로 된다. 특히, 회사지정醫에 의한 수

진명령이 문제로 된 경우도 많다.32)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었던 주목해야 할 례로 일본의 電電公社帶

廣局 사건( 1 判 1985.3.13 勞判 470호, 6쪽.)33)이 있다. 본건은 산업

재해에 의한 휴업자에 하여 경두원증후군 종합정 검진을 수진해야 한

다는 업무명령이 나왔고, 당해 명령 반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진 것이다. 이에 하여 최고재 소는 취업규칙  건강 리규정상 

30) 電通 사건( 2 判 2000.3.24, 民集 54권 3호, 1155쪽).
31) 富士保安警備 사건(東京地判 1996.3.28, 勞判 694호, 34쪽).
32) 행 산업안 보건법 제43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

과의사 는 건강진단기 (이하 "건강진단기 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  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의사선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자유는 정

기건강진단 같은 법령상의 수진명령에 한 것이고, 그 외의 수진명령에 

하여는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33) 동 결의 평석으로써 浜村彰, “勞働契約と就業規則”, 勞働判例百選

 제6 , 1995, 48쪽; 坂本重雄, “頸頭原 症候群羅患 への檢診受診命

令の效力”, ジュリスト 863호, 1985, 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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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제로,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한 수진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 다. 요컨 , “원고는 산재 罹

患(이환)을 이유로 한 요 리자이므로, 근로계약상 건강회복에 노력할 의

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회복에 한 건강 리종사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질병의 치유회복이라는 목 과의 련에 있어서 

합리성·상당성이 정되는 한, 본건 종합정 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단이 행해졌다. 본 결에서도 물론 ‘개인이 진료를 받는 것의 자유’나 

‘의사선택의 자유’라는 문언과 련하여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에 하여 

언 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의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자유는 합리

으로 제한되고, 당해 종합정 검사의 수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다.34)

확실히 자기결정권 내지 사생활의 자유가 인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신체  침습을 수반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에 해당한다는 면에 비추어보면, 계약체결시의 추상  합의나 취업규칙의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수진의무를 근로자에게 과하고, 징계처분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35) 사용자가 건강진단의 수진을 

구하기 하여는 근로자의 개별·구체  동의 는 특단의 사유가 필요하

다.36) 한 특단의 사유가 있어 수진을 요구하려고 하더라도, 건강진단의 

내용·방법이 합리 일 뿐만 아니라 그 목 , 구체  방법  수집된 건강

정보의 이용이나 보 의 방법 등에 하여 사 에 설명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37) 더욱이 근로자가 그 수진을 거부하여도 이를 이유로 징계

34) 이 사건에 해 각 심 마다 법원의 단은 제각기 다른 근에 기인하여 사

안을 처리해 왔다. 그 정도로 이 테마가 이론 으로 매우 미개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5) 島田陽一, “勞働 の私的領域確保の法理” 法律時報66권 9호, 1994, 51쪽 

참조.
36) 특단의 사유로서 ① 고객의 생명이나 안 에 련된 직종에 해 격성을 

단하는 경우, ② 고객 내지 동료에 감염 혹은 해를  수 있는 병에 

해 명백한 의심이 있는 경우, ③ 근무를 계속시키면 질병이 악화 혹은 

한 질병이 새롭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열거 수 있다. 
37) 를 들어 본인에게 무단으로 정신과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수진하게 한 사

용자의 행 는 당연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소니仙台工場 사건(仙台地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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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수진거부는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

환이므로 법성의 소지를 가지는 징계처분의 상으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8) 한편 자기결정의 결과로 생기는 리스크는 당연히 근

로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수진을 거부한 한도에서 사

용자는 안 배려의무를 면한다고 생각된다.

2) 의료정보의 리

근로자의 의료정보로서 진료기록부39)는 매우 주요한 사생활 비 의 하

나이지만, 정보화의 진 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 에 

있어서의 량의 진료기록부는 과거에는 모두 손으로 쓴 것이었으나, 컴

퓨터에 의한 입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것이 카피되어 신흥종교단체, 
장의업자 혹은 약품제조업자 등에 흘러 불측의 손해가 생길 험성을 부

정할 수 없다.
일반 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정보를 보지·이용하는 것은 허용된

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료정보가 고도의 비 성이 요구되는 개인의 

기본정보라는 에서 본다면,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건강배려라는 본래의 

목 에 한정되어야 한다. 구체 으로 다음을 제한할 수 있다.40) 첫째, 
리자 제한이다. 의료상의 개인정보는 그 보호가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에, 
통상의 개인정보를 보 하는 자와는 별도로 정보 리자를 특정하고, 권

한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 해서는 그 열람 등을 제한해야 한다. 둘째, 

1974.5.28, 勞判 230호, 40쪽) 참조. 
38) 渡辺賢, “産業醫の活動とプライバシー”, 勞働 86호, 1995, 140쪽 참

조.
39) 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 에 한 사

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

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항). 한, 진료기록부

에는 ①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가족력, ②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견, ③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을 기재하

여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40) 山田省三, “雇用關係と勞働 のプライバシー”, 講座21世紀勞働法 6卷, 有斐

閣, 2000, 1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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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방법이다. 의료상의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보 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 개인의 동의이다. 근로자의 의료정보가 근로자의 승

진이나 인사배치의 선별기 으로 이용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때

문에 사용자가 의료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보 과 련하여 어떠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근로자

에 밝 야 할 것이다. 

3. 작업장에서의 감시·조사

1)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에서의 인간 계가 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은 공식·비공식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하여 종업원에 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 노력을 하고 실제로도 입수하고 있다. 근로자가 의도 으로 이

들의 정보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면, 동료 등을 통하여 ‘자연 으로’ 알게 

되는 것도 많다. 한 근로자 다수는 법 이며 직장규율을 수하고 

있기 때문에, 도 등의 종업원의 부정행 를 감시할 필요성도 다. 따

라서 근로자의 기업내·외의 행 에 하여 의식 인 감시·조사활동이 이

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드물게 된다. 재 에서도 이들의 활동의 당부가 

다투어진 것은 거의 없다. 한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욕 등에 한 조사

의 상당수는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신고’, ‘표명’의 문

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자 기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에 의한 근로자 리41)

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와 련하여 해석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것

은 당연히 노무수행에의 간섭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험방지나 도

난 방이라는 합리 인 필요성도 정되는 이상 근로자의 권리 침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에 의한 노무 리는 허용되지만, 
컴퓨터 기기에 의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기

41) 이희성 교수는 사회의 첨단정보기술은 사용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월하

여 근로자의 작업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주었다고 

문제 을 제기하고 있다(이희성, “작업장내에서의 자메일  CCTV의 감

시와 근로자의 라이버시보호”, 비교사법 20호, 2003.3,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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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울 것이다. 

2) 일반 인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장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가 

결정 으로 다른 것은 노무수행과정에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사생활

이 넓게 제한될 수 있게 된다. 보통 리직에 의하여 감시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원칙 으로 회사의 권능의 범  내이며 합리

인 근로자의 사생활 제한으로 생각될 수 있다.42) 그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업질서론’이다. 이와 련하여 법원43)은 “기업질서는 기

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 을 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 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수를 규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로서 재산권과 업의 자유를 기 로 하

여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근로자에 하여 기업질

서 복종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질서론의 일환으로서 

생산성 향상이나 기타 경 상 목 을 실 하기 해 근로자에 의해 수행

되는 작업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표 인 로서 일본 례 

에 다이하치공업 사건44)은 “사용자는 노무 리를 히 행하기 하

여 근로자의 결근이유를 알 필요가 있고, 근로자는 신의칙에 따른 노무

제공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事情 聽取 명령 반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처

분을 유효로 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질서와 그 수의무는 기업  근로계약의 본질에 의하여 

그 한계도 있다. 즉, 근로자는 기업  근로계약의 목 상 필요하고 합리

인 한도에서만 기업질서에 따르게 되며, 기업의 일반 인 지배를 따를 

42) 山田省三, “職場における勞働 のプライバシー保護”, 日本勞働法學 誌 78
号, 1991, 48쪽.

43)  1994.6.14, 93다26151. 이러한 기업질서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기업

질서 반행 에 하여 근로기 법 등의 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  내에

서 근로자의 기업질서 반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근로자

의 기업질서에 련한 비 행 에 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

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44) 大阪高判 1979.12.24, 勞經速 1091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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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다.45) 결국, 근로계약의 목 상 필요하고 합리 인 한도를 설정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와의 충돌이 있게 된다. 즉, 직장 내

에서도 사  역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감시의 방법·수단에 따라서

는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일본의 關西電力 

사건46)은 직무수행과는 무 계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화가 걸려

오면, 리직이 그 때마다 상 방을 확인하고, 한 라커를 무단으로 열

어 옷에서 수첩을 꺼내어 사진촬 을 하는 등의 행 가 문제로 되었다. 
이에 하여 법원은 “피용자는 사용자에 하여 인격 으로 사할 의

무를 부담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용자는 피용자에 하여 그 개인생활·
라이버시를 존 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한 그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피용자에 한 찰 혹은 정보수집에 하

여는 그 정도·방법에 자연  한도가 있다”고 시하 다. 

3) 결국 사용자의 찰·감시는 일정 한도에서는 법하지만, 직장 내에

도 근로자에게 사 인 역이 존재하므로, 방법 는 정도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구미제국에서는 라이버시 내지 인격권에 한 헌법상·사법상

의 법리나 개인 데이터보호법 는 노동법규 등의 입법을 통하여 사용자

에 의한 근로자의 찰·감시의 범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에 

의한 특정한 찰·감시가 법한 것인가에 하여는 거의 부분 국가에

서 ① 업무상의 필요성, ② 사 의 통지 는 동의의 유무  ③ 사용되

고 있는 방법의 타당성( 는 보다 침해 이지 않는 방법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방의 이익균형을 통하여 단하고 있다. 특히, 노

사 의제가 진행되고 있는 구미제국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용한 

찰·감시의 도입시 근로자 표의 정보제공  의가 요구되고 왔고, 집단

인 규제에 의한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가 도모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47)

45) 김재훈, “단체 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노동법연구 4
호, 서울 노동법연구회, 1994, 342쪽.

46) 大阪高判 1991.9.24, 勞判 603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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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 로 사용자에 의한 감시·조사 실시에 한 법성을 단하기 

해 사용자  근로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서로 비교 형량해야 한다. 
양 당사자의 상호 립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고서 감시·조사가 곧바

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행 라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48) 구체 인 

비교형량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시·조사를 필요로 하는 합리

인 이유의 존재, ② 종업원의 사생활의 침해가 가장 최소한의 방법으로 감

시가 필요한 근로자에 하여 획일 으로 실시되는 것일 것, ③ 감시 실시에 

련하여 노동조합 등과 의가 이루어질 것, ④ 감시에 한 원칙을 취업규

칙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 에 본인

에게 통고49)하는 것일 것이라 하겠다.
①의 합리  이유에 하여는 직무태만·성희롱의 방 등의 책 같은 

추상  이유로 충분한가, 아니면 이와 같은 추상 인 이유로는 부족하고 

그것들이 실에서 구체 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되는 것인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에 하여는 조사의 상으

로 되는 물건  태양 등이 고도의 사생활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

닌가에 의하여 구별된다.50) 지갑이나 가방같은 근로자 본인의 소유물은 매

우 고도의 사생활 인 성격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물건에 

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상 인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면, 
개인 사용이 확실히 보장받지 않은 경우의 회사 여 물품 조사에 하여

는 고도의 사생활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추상 인 

이유에 의하여 감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②부

터 ④까지의 차상의 상당성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요하다.
②의 요건과 련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가 가장 낮은 방법으로 

47) ILO, Workers' Privacy Part Ⅱ :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Conditions of work digest Vol.12 No.1, 1993 참조. 

48) 하경효, “새로운 근로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  문제”, 노동법학, 2004, 
114쪽.

49) 원칙 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통지로 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면, 사용자가 성희롱 등의 조사 같은 것을 행하기는 실제로 어렵

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래하게 된다. 
50) 砂押以久子, “情報化と勞働 の”プライバシー, 勞動法律旬報1535號, 

2002.9,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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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기 하여는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mail 내용의 체크는 무

조건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수나 수신처를 한정하는 방법 정도는 

가능하다. 특히, 수신된 메일에 하여는 제3자의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시·조사는 최 한 제한되어야 한다. 한 사용자는 감

시·조사의 필요성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종업원에게는 모두 획일 으로 감

시를 실시해야 한다. 동일한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근로

자에게만 비 리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④의 요건과 련하여 포 인 명시 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의 실시와 련하여 미리 명확한 규칙을 작성한 

후에  종업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종업원 원

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실시시기와 실시방법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한 모니터링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하여도 

미리 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감시활동이 바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익형량을 통해 근로감시에 한 사용자

의 이익이 보다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가 하다고 단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51)52) 나아가서 이익형량을 통해 근로자의 인격  역

에 한 직 이고 극단 인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것53)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54)

4. 기타 노무관리상의 규제

1) 근무시간 에는 소  ‘직무 념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의 사  행 는 당해 의무 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 휴게시간 에 

51) 하경효, 앞의 논문, 117쪽 참조. 
52) 행 통신비 보호법은 자메일, 화, 우편물에 한 감청  검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통신비 보호법 제2조 6호, 7호, 제3조 1
항). 여기에서 CCTV에 의한 모니터링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자메일이

나 화 감청이 사생활 이익이나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53) 컨  화장실에서의 CCTV 감시 같은 행 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권

의 본질에 한 침해가 되어 정당화될 수 없다. 
54) 하경효, 앞의 논문, 1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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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시설 리권’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사 행 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시민  자유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가 하

는 심 자체가 일반 이지 못한 실정이다.55) 
그러나 앞으로는 업무명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  역’을 어느 정

도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근로계약론 근간에 한 문제가 확실히 쟁

으로 될 수 있다. 노사 계는 신분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제

한·무한정의 업무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남용하여서도 안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  역에 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업무명령을 발휘할 수 없다. 
이들의 사  역에 한 자유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에 있어서 ‘비

로 하고 싶어 하는’ 개인 인 사정과는 다르다고 하는 문제는 있다. 그

러나 사  역에 한 자유에 하여 업무명령으로 얼마만큼의 규제를 

할 수 있는가의 측면은 사생활의 보호와 히 련된 논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련하여 근로자의 표 인 사 역이 복장이나 외모의 자유이

다. 복장이나 외모에 한 감각이나 생각은 세 간에 분명히 다르다. 
은 세 일수록 복장·외무는 인격의 일부로 간주된다. 다만, 업무명령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 수 있는가, 한 근무 의 복장의 자유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한 검토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복장이나 외모에 한 규제의 합리성 근거·합리  이유로서 지 되고 

있는 것으로 ① 올바른 복장의 착용을 통하여 직장규율의 유지, ② 공공

성이 강한 사업의 직원으로서 공정한 립과 품 의 보유, ③ 고객과 

한 특정한 사업(철도나 우체국 등)에서의 직원이라는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불쾌감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 ④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업무·직무에의 지장을 

근거로 하는 것에 하여는 합리 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복장 등이 직장

55) 지 까지는 정치 혹은 조합활동에 하여만 문제 심을 두었기 때문에 ‘정
치  자유’나 ‘단결권’의 문제로서 처리되었고, 직무 념의무나 시설 리권을 

그것과의 항 계에 두어 제한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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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하여는 의문이다. 이에 복장 등의 규제가 

합리성을 갖추기 하여는 업무지장이라는 을 면에서 내세워 검토하

고, 이것과 근로자의 사  자유나 복장 등의 자유와 비교 형량하여 조정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일면 인 합리성 단은 타

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56) 

2) 다만, 사  역의 구체  표 형태가 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하

에서는 사용자의 규제와 련하여 문제된 일본의 례를 심으로 구체

인 검토를 시도하 다.
두발 자유와 련하여 콧수염을 기르고 택시에 승무한 것을 이유로 하

차근무 처분이 명해진 이스택시 사건57)이 있다. 법원은 콧수염을 기르는 

것은 본래 각자의 자유이지만, 콜택시 업계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본

연  임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한층 더 강한 규제를 받

는다고 하는 제에 서있다. 다만, ① 피고회사의 ‘승무원 근무요령’은 

운 수의 단정하고 청결한 몸가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량한 수

염, 특이하고 기이한 수염만이 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콧수염

을 기르고 콜택시를 운 한 것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원활  건 한 기

업경 이 해될 실  험이 발생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하여, 
“수염을 깎고 운 을 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

를 인용하 다. 이 결은 구체  직무 내용에 응하여 특정의 업무명

령의 부를 고려한 근 방식을 취한 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로 

인정받고 있다.
한, ‘制帽’착용의무와 련하여 神奈川中央交通 사건58)에서는 승합버

스운 사에게 제모착용을 의무지우는 취업규칙 반을 이유로 한 감 처

분의 유효성이 다투어졌다. 법원은 “승합버스사업이 불특정 다수의 공

에 한 운송의 편의를 제공하고 승객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 에 직

56) 藤原稔弘, “使用 の業務命令と勞動 の人格權: 外見․服裝の自由に する規

制を中心として”, 勞動法律旬報1421號, 1997.12, 6쪽.
57) 東京地判 1979.12.15, 判時 991호, 107쪽.
58) 橫浜地判 1994.9.27, 勞經速 1543호, 3쪽.



김태정: 근로자 사생활의 의미와 보호범 25

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에 비추어, 승무원에 

하여 제복이나 제모를 착용시킴으로써 그 임무와 책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이것을 이용하는 공 에 하여 정규의 승합버스의 승무원이라는 

인식을 주어 신뢰감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합리성이 있는 

조치이며, 제모의 착용이 운 사에게 생리  고통을 주는 안 운 에 지

장을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당해 처분을 유효로 단하 다. 
그러나 제복·제모의 착용이 승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한 각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공 의 신뢰감을 제복·제모로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이다. 제복·제모의 착용은 승무원인가 아닌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데 합리성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에 의하여 제복·제모의 필

요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 고객을 하는 것과 련이 없는 

직무에서의 제복·제모 착용의무는 공 의 신뢰감과는 무 한 것이어서, 
직무수행의 안 이나 력 계의 필요성에 의하여만 단할 필요가 있

다.59)

이름표의 착용을 거부한 우체국 직원에 하여 경고, 주의 등의 처분

을 내린 것에 하여 이름표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신  

자유권을 침해함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郵政省東北郵政局 사건60)이 

있다. 1심은 “성명표시의 강제는 성명표시의 목 , 필요성, 태양, 표시함

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 으로 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착용 목 은 외 으로는 이용자에의 서비스의 향상, 내 으로

는 직원의 직무에의 책임과 자각이나 직장의 질서유지를 목 으로 하는 

것이고, 착용으로 인한 정신  불이익은 거의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 다. 항소심에서도 1심 결을 상당히 지지하여, 
직무상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는 경우에 ‘본연 인 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

약을 받는 것은 성질상 당연하지만 구체  직무명령의 내용은 사용자에

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하 다.  “불법행 를 구성하는 것은 그 목

59) 今野 夫, “私的自由と勞働契約”, 講座21世紀勞働法6卷, 有斐閣, 2000, 98
쪽.

60) 仙台地判 1995.12.7, 勞判 692호 37쪽; 仙台高判 1997.8.29, 勞判 729호 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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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태양, 개인에 한 향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

한 후에, 당해 행동의 자유에 한 제한이 사회통념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리  

측면을 시하 다. 이름표 착용은 단순히 복장의 자유라는 문제보다도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자유의 문제와 직무상의 필요성과의 조정이라는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안이하게 자기규율, 직책의 자각이나 직원 상호간

의 연 감의 확산이라는 ‘ 내  효과’를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할 수 있다.61)

5. 사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분

1) 기업 외에서 시민 (사 ) 자유의 역에 하여는 기업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명 ·체면을 더럽히는 행 ’, ‘형벌에 해당하는 행 ’ 등을 징계사유로 정

하여, 기업 외의 행 에 하여도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62) 이러한 징계

처분의 근거로서 당해 행 가 회사의 명 ·신용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 

기업질서를 해한다는 도 강조되고 있다. 한 원활한 공동작업을 

해하는 것이나 업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 이른바 

시민  자유의 역에 있어서도 ‘착한 근로자일 것’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 외의 범죄행 에 한 당해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진 가 

매우 많으며, 다음과 같은 논 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외

(사생활상)의 행 에 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원리 인 

문제이다. 요컨 , 징계처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기업(직장)질서’와 

61) 今野 夫, 앞의 논문, 99쪽.
62)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표 되고 있는 것으로 ① 회사 내 도박, 음주, 풍기

문란, ② 회사의 명 훼손, ③ 회사 승인 없이 타업무 종사, ④ 회사 승인 없

이 사업장 내 정치활동 지 등이 있다(이에 한 상세는 김성환 외, 취업

규칙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3.12, 67쪽 이하 참조). 



김태정: 근로자 사생활의 의미와 보호범 27

기업 외 범죄가 얼마나 련되어 있는가가 쟁 이다. 보통 “ 리를 목

으로 하는 회사가 그 명 , 신용, 기타 상당한 사회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존립 내지 사업의 운용에 따라서 불가결하기 때문에, 회사

의 사회  평가에 한 악 향을  수 있는 종업원의 행 에 하여

는 그것이 직무수행과 직  계가 없는 사생활상의 행 이었다고 하더

라도, 이에 하여 회사의 규제를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

다”63)고 하거나, “징계권 행사의 근거는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에 

필요한 범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한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 등은 사업 활동에 직

 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

여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64)함으로서 양자의 련성을 명확히 인

정하고 있다.
둘째는, 양자의 련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징계처분은 어떠한 태양의 

기업 외 범죄에 하여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 에 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이 경우 사생활에서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실 으로 

기업 활동이 지장 받은 결과에 이르 거나 업상의 불이익이 생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행행 의 성질․내용이나 회사 사업의 종류․

태양․규모, 회사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치, 경 방침  회사에서의 

근로자의 직 ․직종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으로 단하여, 그 비행행

가 회사의 사회  평가에 미치는 악 향이 상당히 한 것으로 객

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65)고 하여 일반 인 기 을 제시

하고 있다. 구체 으로는 ① 범죄행 의 종류, 특히 그것이 직무와 계

되는 것인지 여부 ② 범죄행 의 정도, 경미한 범죄인지 한 범죄인

지 여부 ③ 종업원의 기업에서의 지 ·권한, 리직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여부 등이 주로 고려될 수 있다. 동시에 징계의 태양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가 경미하고(단순한 벌 형), 직무와 계가 없고(주거침입

죄), 일반근로자(생산직공)의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63) 日本 鋼管 사건( 2 判 1974.3.15, 民集 28권 2호, 265쪽).
64)  1994.12.13, 93 23275;  1993.9.24, 93다21736.
65)  2001.12.14, 2000두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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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단할 수 있다.66)

이상과 같이 례 법리는 기업 외의 범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에 

하여 일정한 제어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명 ·체면 유지의 

에서 종업원의 사생활에 한 규제가 ‘원칙 으로’ 인정된다는 , 
체포·기소·유죄 결 등의 사실(회사와의 계에서도 비 로 해 두고 싶은 

것)을 사생활 비 의 에서는 악되지 않고 있다는 에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최근 근로시간의 단축에 수반하여 이와 같은 겸업(moonlighter, 토

일 사원)의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취업규칙의 상당수는 이 겸업

에 하여 ① 근무가 불능하게 되거나, 성실한 노무의 제공에 지장이 있

다든가, ② (이 ) 취직의 업종이나 노무내용에 따라서는 기업비 이 

설되거나 사회  평가가 하되어 그 결과 기업질서에 장해가 생긴다는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회사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이에 반

하는 행  즉, 허가받지 않은 겸업을 징계사유(보통 징계해고사유)로 하

고 있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서의 취업을 근로시간 외의 행 로서 ‘사생

활’의 한 태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와 같은 허가제는 불합리하다고 단

된다. 타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비 로 해두고 싶은 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겸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며, 특히 비경업  

겸업의 경우 노무의 제공이 양립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있다.67) 
이와 련하여 우리 하 심 법원은68)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66) 橫浜고무 사건( 3 判 1970.7.28, 民集 24권 7호, 1220쪽). 
67) 경쟁  성격을 갖는 유사, 동일 업종을 갖고 있는 “경업 ” 자 업 혹은 회

사경 에 종사하는 것은 지된다. 그 근거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경업피

지의무’이다. 경업피지의무는 상법 제17조에서 “상업사용인은 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업주의 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

한다.”고 하여, 상업사용인의 의무로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노동 계법상의 

경업피지의무에 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는 상

업사용인에 해당되지 않아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

나, 신의칙상의 성실의무의 하나로 경업피지의무(임종률, 노동법, 박 사, 
2004, 322쪽; 김형배, 근로기 법, 박 사, 2000, 137쪽)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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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면 , 포 으로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회사의 재직 에 사 으로 다방 업을 수행한 

것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고 하 다.  례는 ‘노무제공의 지장 여부’를 기 으

로 겸업을 인정한 에서 매우 의의가 높다. 그 외의 일본에서의 례는 

겸업이 묵인되었다는 ,69) 지되고 있는 겸직으로 볼 수 없다는 ,70) 
 해고 에 충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71)을 이유로 징계를 

무효로 보고 있다. 

3) 라이 스타일을 구축할 때, 군가와 교제하는가도 매우 요한 문

제이다. 근로자의 교류 계는 사용자가 규제할 수 없는 역으로서 타인

이 개입할 수 없는 사생활의 핵으로 되는 부분이다. 다만, 남녀간의 스캔

들(장래에는 동성애도 가능)에 한 것도 어디까지나 사 인 것이어서 사

용자는 그것에 개입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것이 직장 내에서 행해지

고, 한 직무에 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면, 직장 질서유지에 따른 제

한이 문제될 수 있다.72) 
직장 내에서 연애 계(문제로 되는 것은 주로 불륜의 경우가 많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는 할 수 있으나, 종업원의 

사생활의 자유의 에서 의문시 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 다만 ‘합의’에 

기인한 연애 계라도 상사의 우월  지 를 이용한 사실상의 합의의 강

68) 서울행  2001.7.24, 2001구7465.
69) 定森紙業 사건(大阪地決 1989.6.28, 勞判 545호, 12쪽).
70) 國際택시 사건(福岡地決 1980.9.17, 勞旬 1038호, 48쪽).
71) 都택시 사건(廣島地決 1983.12.18, 勞民集 35권 6호, 644쪽).
72) 법원(  1996.4.26, 95 18727.)은 “기혼자인 남자 교사가 학교 내의 동

료이며 기혼자인 여교사와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 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 를 하 으며, 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여교사의 

가정이 탄에 이르게 되었고 남자 교사도 이혼 결이 선고 등”으로 인한 해

임처분을 유효로 보았다. 즉, 기혼자 사이의 불륜 계라는 , 교사의 불륜행

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품 유지의무 반이라는 을 인정하여 해임처

분을 정당하게 본 것으로 단된다.



노동법학 제22호(2006. 6.)30

제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 인 성격이 농후하여 사용자에게

는 피해자의 신고를 제로 이를 구제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가해자에 

한 징계처분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Ⅳ. 결론을 대신하며 

최근 근로자의 사생활을 시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해지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으로 첫째, 근로자, 특히 은 근로자의 의식변화이다. 기업

소속의식이 희박하며 자의식이 왕성한 근로자가 차로 증가하는 경향이

며, 이들은 기업에 하여도 사생활을 존 해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둘째, 장시간 노동에 한 반성으로 시간단축의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사생활의 요성이 상 으로 높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

째, 여성 특히, 배우자를 가진 여성의 직장진출이다. 그들은 가사부담도 

함께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사생활에 하여 그 

정도의 배려를 필요로 한다. 넷째, 단시간, 견 근로자 등 소  비정규 

근로자층의 증가이다. 이러한 종류의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측면

이 강하고, 노사와의 일체감도 결핍되어 있다. 그 만큼 자신의 사생활을 

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반하여, 정보화 사회로 어들면서 사용자의 각종 근로자의 사  

역에 한 규제가 더욱 과도해질 것이라는 상이 가능하다. 근로제공 

그 자체는 물론,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까지 정보화되고, 그 정도도 더

욱 고도화된다. 극단 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인격 부가 디지털 정보로 

환될 가능성조차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는 인격 

모두를 악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언제나 가공·이  가능한 상태로 축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정보

가 순간 으로 범 하게 퍼지거나, 는 자기에 한 이미지가 네트워

크를 통하여 마음 로 유통되는 등 근로자가 여러 가지 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상을 고려, 향후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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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에서 이 분야에 한 연구

의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체계 인 법리 구성과 구체 인 문제 해결 기  마련의 미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

은 다양한 침해 형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에서, 근로자 사생활 보

호를 한 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다만, 이 논문을 시작으로 향후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근로자의 사생

활 보호에 한 체계와 구체 인 단 기  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면, 반의 성공이라도 달성한 것이 아닐까 하는 바램이 있다. 

주제어 : 근로자의 사생활,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근로자의 의료정보, 작

업장 감독·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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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finition and protection territory of the 
employee's privacy

Kim, Tae-Jeong*

73)

(1) Regarding the employee's privacy, it discusses preferentially that 
the scope which the labor law can treat peculiarly is decided. From 
labor law territory, if it tries to define the employee's privacy, "the 
right which isn't interfered unjustly from employer with regard to the 
private territory which lets to do with secret and wants being free". 
What is "the private territory which lets to do with secret and wants 
being free"? It means that representatively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of the employees, and it could be defined generally all information 
representing the fact, judgement and evaluation about the spirit, body, 
property social position and identity of the individual. On the other 
hand, it is very hard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rference is unjust. 
As the company, for an effective personal management there is a 
merit which letting to know refers to the fact of private territory of 
the employe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the necessity is 
high specially, from the collective job environment of our country. 

(2) It examines concretely the portion that could collide between the 
employee's privacy and the employer's right. Specially, there is a 
necessity introducing a problem investigation and the alternative plan 
about the collection and control of health information which could be 
issued newly, the new medical treatment which is predicted. There is 

* Chief Researche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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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 necessity which will reveal the limit of the business supervision 
by the most up-to-date technique of various CCTV and the e-mail 
watch back coming to do from the labor personal management. It is 
the most serious problem from the process which changes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Also because it is strongly requested that the 
personal specific life style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decide how 
far is the regulation limit of the employer against a private territory 
and a private act.

Key Words: employee's privacy,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employee's health information,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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