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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개발된 분야는 여성인력이라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공회의소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학력 여성인력이 경제활
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흔
히 발견되며, 이러한 현상은 인구고령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반드시 해결
해야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고용의 확대라는 두 가
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개정된 남녀고용
평등법에 근거하여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노동
연구원은 동 제도의 도입 준비 단계부터 고용평등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제도연구와 행정통계자료의 축적, 그리고 기업이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서와 실적보고서의 심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서 ‘적극적 조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학제적 연구이다. ‘적극적 조
치’라는 제도를 가운데 두고 볼 때, 차별과 관련지어 본 개념적 문제, 실
제 적용할 제도의 형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효과 등 다루어져야할 주제들은 매우 다
양하다. 실제로 각각의 학문분과들은 이 중에서 특정한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발견되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는 학제적 연구를 통하
여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고 정책적 기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 1 부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들을 특정한 관점에서 정리한 두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제도의 적용과 이에 따른 법적 문제를 다룬다. ‘적극적 조
치’를 고용부분에 실제로 적용한 선진국의 제도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
런 제도와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벌어진 실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제
3 부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을 논증하는 두 편의 논문이 소개된다. 한 편은 여성고용에 있어서 차별
의 존재를 검증하는 경제학 논문이고, 다른 한 편은 ‘적극적 조치’의 필요
성을 논하는 새로운 개념적 도구인 ‘인력의 다양성(diversity)’ 개념을 도
입한 경영학 논문이다.
본 보고서에 실린 연구의 결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 제도의 도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이미 전달되었으며,
따라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에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것은 본 연구가 이 제도와 관련하여 할 일을 다 했다거나 충분히 기
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에
실제로 적용해 본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본 연구진은 지속적인 연구로 기여하고자한다. 그 연구결과는 본
보고서의 후속편인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Ⅱ’로 묶여질
것이다.

본 연구는 장지연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에서는 부가청김향아
․
연

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연구진으로

성상현신동균이주희조용만
․
․
․
․

조준모 교수가 참여하였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한결같은 마
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는 출판팀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6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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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
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갖
는다. 특히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인 차별이 거의 해소되
었다고 하더라도 간접차별로 인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하는 문제의
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오랜 차별구조를 완전히 해
소하기 위해서 과거 누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성인지적 의사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일반적인 적극적조치의 수단은 기업 스스로 소수집단을 위한 목표
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우대조치를 시
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3월 1일을 기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정부와 조달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제
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조달계약 파기와
같은 엄격한 제재수단을 법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상기업의 남녀고용현황 보고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여성의 고용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고용목표와 이
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1년 후에는 그 이행 여부를 심
사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의 적극적 조치
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에 대한 오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
고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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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것이 기업에게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며 경제의 효
율성과 경쟁력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상당부분은 제도 자체에 대한 오
해와 일부 집단의 기득권 옹호로 합리적 문제제기가 퇴색하는 감이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제기하고 기존연구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실에 대한 실
증적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
키고자 한다.
고용분야의 ‘적극적 조치’라는 주제를 다룬 첫 번째 연구물로서
이 보고서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나 필요성에 관한
논의, 그리고 해외 제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각 장의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이론적 접근
제2장 적극적 조치 논쟁, 논점과 시사점(장지연)은 주로 미국에
서 이루어진 적극적 조치에 관한 논쟁을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효
과성, 정당성, 그리고 역기능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적극적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 짓는 가장 근본적인 인
식의 차이는 현행 사회의 작동방식 즉, 사회시스템의 완전성에 대
한 신뢰 여부와 과거차별과 현재차별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에서 발
생하는 것이다.
적극적조치의 반대론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고 명
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재 사회시스템의 근간이 업적주의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으
며 이러한 업적주의가 침해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
이 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조치의 옹호론자
들은 ‘현재의 업적주의가 진정한 업적주의인가’를 묻는다. 즉, 현행
경쟁방식(merit system) 자체가 이미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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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요건을 보지 않고 성과 인종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서 선발
을 하는 명백한 차별의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기준
을 적용하거나 불필요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업적주의
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 짓는 근본
적인 차이는 과거의 차별과 현재의 차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 과거의 차별과 현재의 차별이 각각 독립적인 현상이
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차별의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개
인들이 만나는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현재의 우대조치가 백인남
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
를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즉 과거의 차별이 현재까지 영
향을 미쳐서 왜곡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자원의 재분배를 통
해서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백
인남성의 지분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 된다.
제3장 적극적 조치와 경제적 비효율성(조준모)은 적극적 조치가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성과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단순논리를 넘어서서 적극적 조치가 경제효율
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를 도입하였을 때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에는 어떤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인가? 조준모는 적극적 조치가 경제효율성에 미치
는 효과에 관한 일부 경제학의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간과
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고 지적한다. 첫째,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긍정적인 결
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공존하는데,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주로 전제조건에 대한 차이와 도입하는 적극적 조치의 방식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조치를
할당제의 형식으로 가정하는 연구는 이러한 정책이 노동시장에 비
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함의를 보고해왔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적극적 조치는 강제적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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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는 다르다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둘째,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
적 효율성의 개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의 효과를 정
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친시장적(pro-market)인 논의가
아니라 친기업적(pro-capital)인 논의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은 적극적 조치 제도가 도입된 경제환경에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전략을 변화시키며 이 제
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그 결과는 결코 과
소평가할 수 없다.
전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는 기제는 적
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인적자본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에 주로 달
려있다. 단순히 여성 채용기준을 낮춤으로써 여성을 유인하겠다는
방식이라면 여성의 인적자본투자유인은 감소한다. 그러나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 사업주의 왜
곡된 편견을 교정하는 방식이라면 여성이 인적자본투자효과가 증
가하기 때문에 여성의 인적자본투자는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2부 제도의 적용과 법적 문제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
하게 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여성고용율의 확대와 여성관리직
비율의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적극
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한 사
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이다. 이들 국
가의 ‘적극적 조치’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대두된 시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귀한 정책사례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이들 4개국의 제도 사례를 소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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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과 역차별의 문제(조용만)’는 주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소
송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민권법 제7편은 고용영역에서 인
종, 민족, 출신국,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 제106조 ⒢에 의하면, 입증된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사
용자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
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행해진 개별적인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요인은 간접차별
을 추정할만한 충분한 통계적 불균형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인 것으
로 보인다. 과거 차별로 인하여 닫혀있던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확
대하기 위하여 성별과 인종에 기반한 정책을 편 경우, 과거차별의
직접적 희생자가 아닌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경우라고 할지라
도, 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문제가 된 승진할당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한 파라다이스사
건(1986)에서는 적극적조치가 정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는
데, 첫째, 일시적 조치이며, 둘째, 다른 이의 해고를 동반하는 것 아
니며, 셋째, 부적격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집단
에 대한 우대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적극적 조치의 정당
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기준으로 여겨질 만하다.

제3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제6장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신동균)은 우리나
라 노동시장에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이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경제
학의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을 적게 고용하는 것이 생산성의 차이를 정
당하게 평가한 결과라면 이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 볼 것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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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만약 여성이 가진 생산성을 주관적 편견에 따라 평가절하 한
결과 여성을 적게 고용하는 경우라면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
(Becker, 1971). 신동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기업의 이윤
과 여성 고용비율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야할 것이므로 여성
고용비율과 이윤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차별의
증거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사업체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02～
2003)를 가지고 이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가설에 대해서 신동균은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근거
로 우리나라에는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차별하는 기업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보다 낮
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은 차별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현실
에서 어떻게 차별은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벡커(Becker)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편견에
따른 차별을 행하더라도 존속할 수 있다. 한편 생산물 시장이 경쟁
적이고 차별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한다면 차별은 줄어들 수밖에 없
다. 즉, 시장이 경쟁적이 될수록 차별은 근절된다는 것이다. 신동균
은 이 가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경쟁
상태에 있는 집단과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
로 둘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해서는, 전체 기업을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
로 높은 기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으로 양분할 경우 시장지배력
이 낮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성고용비율과 기업의 이윤증가율 사
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장점유
율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여성고용비율이 기업의 이윤 및 이윤 증가
율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독과점을 철폐하고 경쟁체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약

제7장 ‘한국기업의 다양성관리와 기업성과(성상현)’ 역시 노동연
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경영학적 시각에서 현
상을 재조명한다. 적극적 조치는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차별시정
을 위한 조치’ 또는 ‘할당’이라는 수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으며, ‘인력구성의 다양성(diversity)’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능동적
으로 수용되고 있다.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원한다면 ‘공정한’ 인력
관리를 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에서는 다양한 인력을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기업성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적으로 입증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 것이 이 논문
이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인력을 통해 조직 내에 학습을 촉진하고 창의
적 성과를 이끌어내어 경영에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관리
하려는 기업이 실제 인사제도와 관행의 도입에도 적극적이며 조직
성과도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가진 다
양성에 대한 관점은 선진적인 편이지만 실제적인 고용은 미흡하다
는 사실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다양성 인력을
통한 학습과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취약집단의 고용과 이들의 구성비율을 높이려는 실천의지
와 인사제도상의 노력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책임과 직위가 높은 직무의 여성비율이 높을 때
경영활동의 재무적 성과가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직위나 직무
의 차이와 무관한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직
무분야에서의 다양성 인력구성 비율의 향상이 실질적인 경영성과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근거하여 성상현
은 여성고용 비율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에서 더 나아가 고용의 질
적 지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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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여성고용이 저조한 원인이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간에 차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국가는 법제도적인
․
장치를 도입하여 이 문제
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시장
에 존재하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제
도는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인 차별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차
별로 인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용부문
에 적용한 개념이다. 적극적 조치라고 하면 교육부문이나 정치적 대표성
부문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정치 분야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의 성원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과소 대표되고 있는 집단의
민의를 대변할 인물들을 일정비율로 할당하여 선출하여도 별 문제가 없
다. 그러나 교육이나 고용 분야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특정 인구집
단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문제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 원칙과 그 우선순
위를 다투게 되는데, 할당제와는 달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
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선택된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3월 1일을 기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기업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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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이상의 모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조달계약
을 체결한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
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조달계약 파기와 같은 엄격한 제재수단을 법적으
로 명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상기업의 남녀고용현황
보고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여성고용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고용 목표와 이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1년 후에는 그 이
행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의 적극
적 조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에 대한 오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여
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이
것이 기업에게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며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상당부분은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와 일부 집단의 기득권
옹호로 합리적 문제 제기가 퇴색하는 감이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제기하고 기존 연구에 대
한 철저한 검토와 현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 조치를 둘러
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적극적 조치’라는 제도에는 다양한 쟁점이 있고 이러한 쟁점들은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이러한 다양한 논
점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주는 시
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인데, 이 보고서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연구의 흐름은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며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나,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 발생하
는 문제 등으로 연구의 소재를 넓혀나갈 것이다.
고용 분야의 ‘적극적 조치’라는 주제를 다룬 첫 번째 연구물로서 이 보
고서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나 필요성에 관한 논의, 그리
고 해외제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본 연구는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서 ‘적극적 조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학제적 연구이다. ‘적극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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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라는 제도를 가운데 두고 볼 때, 차별과 관련지어 본 개념적 문제, 실
제 적용할 제도의 형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효과 등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각각의 학문 분과들은 이 중에서 특정한 문제에 집중
하는 경향이 발견되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는 학제적 연구
를 통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고 정책적 기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차별의 개념과 적극적 조치의 정의
지금까지 알려진 평등의 개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균등대우라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으로 가장 협소하게 정의된 평등 개
념이다. 둘째, 기회의 평등이 있다. 개인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불평등하
게 구조화된 사회적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평등 개
념이다. 셋째, 결과의 평등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희소한 가치가 모
든 개인에게 일정하게 배분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결과의 평등’에 대응되는 상태로서의 불평등 상태는 반드시 차별이라
는 기제가 매개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첫 번째
와 두 번째 평등 개념은 각각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이라는 기제에 의해
서 훼손되어 불평등한 상태가 된다. 균등대우라는 의미의 평등은 성이나
국적과 같은 타고난 속성이나 학벌, 직업과 같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속성
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나 권력, 위세가 달리 분배된다는 의미인 직접 차
별에 의해서 훼손된다. 기회의 평등은 직접 차별뿐 아니라 간접 차별에
의해서도 훼손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행위에 대한 보
상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일견 차별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처한 구조적 조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
다는 의미에서 차별로 정의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평등-불평등 개념이 존재하고 그 각각에 상응하는 차별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때 차별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이 다양한 양상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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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균등대우라는 의미의 평등 개념과 이를 훼손하는
기제로서의 직접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능력주의 또는 업적
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평등이념에 근거한 것으
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둔다. 능력주의와 업적
주의를 침해하는 절차상의 차별이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
다. 이 때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되며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성
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보장된다면, 실
제 결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곧 부정의는 아니며, 차별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보는 접근방식이다.
간접 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인 기준이 특
정 소수자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외관상 중
립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응할 수 없는 집단에게 적용하는 것”
을 불평등 효과(disparate impact) 또는 간접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이라고 정의한다(Hunter, 1992; 조순경 외, 2002 재인용).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들은 간접 차별을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
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

용평등법｣ 역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
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차별의 구조적 결과에 대해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능력주의와 기
회의 평등이념을 인정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랜 차별 관행이 낳은 구조적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
기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땅고르기(leveling the playground)’ 또는
‘출발선 맞추기’로서의 적극적 차별해소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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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평등대우 이론에 근거한 직접차별의 근절만으로는 이미 오랜 시간
에 걸쳐 제도화되고 구조화된 차별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경험적 현실
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편견이나 악의적인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기존
의 사회규범이나 규칙, 절차 등은 역사적으로 지배집단의 행동양식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을 따를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개선할 수 없다(조순경 외, 2002).
우리나라의 법체계도 구조화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은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현존하

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
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차별의 예외조항으로 분명히 하였다.
적극적 조치는 본래의 목적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
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금지’와는 어떻게 다른지가 밝혀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차별금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을 중
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 조치는 과거에서부터 차
별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시정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갖는
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는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려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차별이 누적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차별을 중단시킬 수 없
으며 미래의 차별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
정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차별해소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적극적 조치는 누적
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한다는 목적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금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성(性)’을 판단
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삼는다. 당연히 특
정 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금지한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는 ‘성’이 판단의
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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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경우, 실제로는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성(즉,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문
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나서 판
단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 ‘성 인지적(gender-conscious)’ 의사결정이다.
나아가 적극적 조치는 과거 차별의 피해자가 되어 왔던 집단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누적된 차별의 흔적을 치유할 수 없다고
본다. 단, 우대조치 허용의 수준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채용에
있어서 ‘같은’ 자격 수준(qualification)이면 그동안 차별받아 온 집단, 즉
여성과 유색인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의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매우 강력한 우대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면 우대하고자 하는 대상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날 때까
지 기다리는 정도의 우대조치를 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우대조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서는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우선 채용한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적극적 조치는 오랜 차별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과
거 누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성인지적 의사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일반적인 적극적 조치의 수
단은 기업 스스로 소수집단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하여 적정한 수준의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3. 연구 결과와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이
론적인 논의들을 특정한 관점에서 정리한 두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Ⅱ부는 제도의 적용과 이에 따른 법적 문제를 다룬다. ‘적극적 조치’
를 고용 부분에 실제로 적용한 선진국의 제도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런
제도와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벌어진 실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제3부
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두 편의 논문이 소개된다. 한 편은 여성고용에 있어서 차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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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검증하는 경제학 논문이고, 다른 한 편은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을 논하는 새로운 개념적 도구인 ‘인력의 다양성(diversity)’ 개념을 도입
한 경영학 논문이다.
제Ⅰ부에서 장지연(제2장)의 글은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적극적 조
치에 관한 논쟁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효과
성, 정당성, 그리고 역기능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필자
는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인식
의 차이는 현행 사회의 작동방식, 즉 사회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
여부와 과거차별과 현재차별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고 명시적으
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사
회시스템의 근간이 업적주의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으며, 차별은 이러한
업적주의가 침해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의 옹호론자들은 ‘현재의 업적주의가 진
정한 업적주의인가’를 묻는다. 즉, 현행 경쟁방식(merit system) 자체가
이미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보지 않고 성과 인종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서 선발을 하는 명백한 차별의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
라도 불필요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불필요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업적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짓는 근본적인
차이는 과거의 차별과 현재의 차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
과거의 차별과 현재의 차별이 각각 독립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는 차별의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개인들이 만나는 개별적인 사
건에 있어서 현재의 우대조치가 백인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
식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를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즉
과거의 차별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왜곡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
고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면, 백인 남성의 지분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 된다.
조준모(제3장)의 글은 적극적 조치가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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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단순논리를 넘어서서
적극적 조치가 경제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
하고 있다. 그는 적극적 조치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 의미에서
의 효율성과 해당 기업의 인사관리 효율성 및 재무성과라는 의미에서의
미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였을 때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에는 어
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조준모는 적극적 조치가 경제효율성에 미
치는 효과에 관한 일부 경제학의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간과함으
로써 적극적 조치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다. 첫째,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공존하는데,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주로 전제조
건에 대한 차이와 도입하는 적극적 조치의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조치를 할당제의 형식으로 가정하는 연
구는 이러한 정책이 노동시장에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함의
를 보고한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적극적 조
치는 강제적인 할당제와는 다르다는 점이 쉽게 간과된다. 둘째,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의 개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의 효
과를 정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친시장적(pro-market)인 논의
가 아니라 친기업적(pro-capital)인 논의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
고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은 적극적 조치 제도가 도입된 경제환경에
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전략을 변화시키고, 이 제도
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그 결과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전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는 기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인적자본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느냐 아니
면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히 여성 채
용기준을 낮춤으로써 여성을 유인하겠다는 방식이라면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유인은 감소한다. 그러나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능
하게 만드는 방식, 사업주의 왜곡된 편견을 교정하는 방식이라면 여성이
인적자본 투자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는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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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것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적자본 투자유인 기제 이외에 적극적 조치가 노동시장에서 순기능을
하게 되는 또 다른 기제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OLG(Over-Lapping Gen
eration) 모형에서이다. 예를 들어 여성 상급자는 여성 하급자의 고충을
남성 상급자에 비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지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
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여성이 상급직과 하급직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야 학습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
다는 함의를 갖는다.
이 보고서의 제Ⅱ부에는 적극적 조치가 각국에서 적용된 구체적 제도
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글과 이들 국가에서 적극적 조치의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는 논문을 실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여성고용률의 확대와 여성관리직 비율의 확
대를 추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를 통해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는 미국, 캐나다, 호
주, 아일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이다. 미국은 이미 1967년에 적극적 조치
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적어도 여성과 남성 간에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미국
에서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은 47%로 남성과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
다. 캐나다와 호주는 1984년에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두 국가 모
두 제도 도입 당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로 선진국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였으나 지난 20년 동안 20%포인트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적극적 조치’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대두된 시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귀한 정책사
례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이들 4개국의 제도 사례를 소
개하였다.
조용만(제5장)의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과 역차별의 문제’는 주로 미국
과 유럽연합에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소송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민권법 제7편은 고용 영역에서 인종, 민족, 출신국,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06조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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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된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적극적 조치
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민권법 제7편 703조 ⒥
에서는 인종적 내지 성별 불균형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우대
(preferential treatment)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동법
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취
한 개별 사안들 중에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주요 사건들은 ‘차별을 직접 당한 당
사자가 아닌 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
‘할당(quota)을 정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닌가?’ ‘특정 기업이 이전에 차별
행위를 한 증거가 없어도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나?’ 등의
문제들이었고 이런 사건에 대한 판례가 쌓여가면서 미국의 적극적 조치
는 그 틀을 만들어 왔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행해진 개별적인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
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요인은 간접차별을 추정할 만한 충
분한 통계적 불균형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차별로
인하여 닫혀 있던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별과 인종에
기반한 정책을 편 경우, 과거차별의 직접적 희생자가 아닌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문제가 된 승진 할당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한 파라다이스 사건
(1986)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정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일시적 조치이고, 둘째, 다른 이의 해고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셋째, 부
적격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전형
적인 기준으로 여겨질 만하다.
이 보고서의 제Ⅲ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두 편의 글로 구성된다.
신동균(제6장)은 사업체패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
에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차별이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경제학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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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여성을 적게 고용하는 것이 생산성의 차이를 정당하게 평가
한 결과라면 이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러나 만약 여성이
가진 생산성을 주관적 편견에 따라 평가절하한 결과 여성을 적게 고용하
는 경우라면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Becker, 1971). 신동균은 여성
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기업의 이윤과 여성고용 비율 사이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여성고용 비율과 이윤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
가 존재한다면 이는 차별의 증거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사업체패널 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2～03년)를 가지고 이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가설에
대해서 신동균은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 비율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우리나라에는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
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차별하는 기업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보다 낮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은 차별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
게 차별은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다시 Becker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
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편견에 따른 차별을 행하더라도 존
속할 수 있다. 한편, 생산물 시장이 경쟁적이고 차별하지 않는 기업이 존
재한다면 차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시장이 경쟁적이 될수록 차별
은 근절된다는 것이다. 신동균은 이 가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검증하
기 위하여 기업들을 경쟁상태에 있는 집단과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
지고 있는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 비율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해서는 전체 기업을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
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양분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낮은 기업들 사이에
서는 여성고용 비율과 기업의 이윤증가율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나타
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여성고용
비율이 기업의 이윤 및 이윤증가율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독과점을 철폐하고
경쟁체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인 성상현의 글 역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이 장은 경영학적 시각에서 현상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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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한다. 적극적 조치는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차별시정을 위한 조치’
또는 ‘할당’이라는 수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인력구성의 다
양성(diversity)’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기업이
성과를 높이기 원한다면 ‘공정한’ 인력관리를 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인력을 수용하고 활용하
기 위한 제도와 관행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기업
성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적으로 입증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 것이 이 논문이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인력을 통해 조직 내에 학습을 촉진하고 창의적 성
과를 이끌어내어 경영에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관리하려는 기업
이 실제 인사제도와 관행의 도입에도 적극적이며 조직성과도 높다는 점
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가진 다양성에 대한 관점은 선
진적인 편이지만 실제적인 고용은 미흡하다는 사실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다양성 인력을 통한 학습과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는 당위적 관점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취약집단의 고용과 이들의 구성
비율을 높이려는 실천 의지와 인사제도상의 노력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책임과 직위가 높은 직무의 여성 비율이 높을 때 경영
활동의 재무적 성과가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직위나 직무의 차이와
무관한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직무 분야에서의 다
양한 인력구성 비율의 향상이 실질적인 경영성과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한
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근거하여 성상현은 여성고용 비율에 대한 신고
가 의무화에서 더 나아가 고용의 질적 지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정
책적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제Ⅰ부

이론적 접근

제2장 적극적 조치 논쟁 : 논점과 시사점
제3장 적극적 조치와 경제비효율성 : 과장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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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1. 서 론
가. 연구 목적
미국 역사에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
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0952호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uncil)의 수립을 지시하면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
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고용부문에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1965년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11246호이다(Eisaguirre, 1999).
미국에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 온 40여 년 동안 이 제도에 대한 논란
은 끊이지 않았다.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차별 소송이 일어날 때마다 미
국사회는 차별의 문제와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의 소용돌이
를 겪지만, 특별한 소송사건이 아니라도 선거 공약으로 적극적 조치의 폐
지를 내걸었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나, 적극적 조치를 지지하며 실제로
이를 근거로 장관이나 대법관 임명을 시도하였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는 다시 한번 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였다.
이 글은 적극적 조치에 관한 학문적 논쟁들을 검토하고자 한다.1) 미국
1) 적극적 조치에 관련한 논쟁은 법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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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벌어졌던 적극적 조치 논쟁을 되돌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실 미국의 적극적 조치 논쟁은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집중
시켰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 조치라는 용
어 자체는 당시로서는 확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해가 공존
하는 개념이었고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둘러
싸고 ‘이러저러한 식의 제도가 정당한가’를 다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논쟁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미국에서 적극적 조치가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대법원까지 올라간 주요 사건들은 ‘차별을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 ‘할당
(quota)을 정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 ‘특정 기업이 이전에 차별행위를
한 증거가 없어도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나?’ 등의 문제들이
었고 이런 사건에 대한 판례가 쌓여가면서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그 틀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이런 사건들과 그 판결 과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미
국에서 어떤 의식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적극적 조치가 그 정당성
을 인정받고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적극적 조치를 언급하
면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의 여성 우대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1996년부터는 적극적 조치의 한 유
형인 공무원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공기업과 정부투자
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제 2006년부터는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부문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적
극적 조치를 통해서 고용평등을 추구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적극적 조
치는 여성에 대한 오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이것이 기업에게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며,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지나간 논쟁을 훑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
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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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서 의문과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의문과 우려의 상당 부분은 이미 40여 년간의 치열한 논
쟁과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불식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 논쟁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뿐 아니라 때로는 제도 자
체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일부 집단의 기득권 옹호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똑같은 논쟁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적극적 조치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제도가
아니다. 미국에서 40여 년간의 법적 소송과 논쟁은 ‘어떤 형태의 적극적
조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 온 과정이다. 따라서 이 논쟁
을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어떤 모양의 제
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0년간의 적극적 조치 논쟁을 연
대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정리
해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이 글의 목적은 적
극적 조치를 둘러싼 논쟁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서는 우리가 논의하는 ‘적극적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협소하게 정의된 ‘차별금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논쟁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의 ‘적극적 조치’가 어떤 점
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과 옹호론의 주장과 논리를 네 가지 차원, 즉 필요성, 효과성, 정당
성, 역기능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적극적 조치 논쟁
의 시사점을 인식론적 측면과 제도설계 자체에 주는 시사점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언급한다.
나. 적극적 조치의 정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적극적 조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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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2) 적극적 조치는 본래의 목적이 차별을 해
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금지’와는 어떻
게 다른지가 밝혀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3)
차별금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라면, 적극적 조치는 과거에서부터 차별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
과를 시정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
이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는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려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차별이 누적된 결과를 시
정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차별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미래의 차별도 막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출발선 맞추기’ 혹은 ‘땅고르기(leveling the
playground)’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의 누적된 차별로 인하여 현재 사람
들이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면, 이제 동시에 출발하게 하는 것만으
로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차별 해소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적극적 조치는 누적
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한다는 목적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금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성(性)’을 판단의 기준
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당연히 특정 성에 대
한 우대조치를 금지한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는 ‘성’이 판단의 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경우, 실제로는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즉,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문제 의식
2)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 함은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성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남녀
고용평등법 제2조 제3항).
3) ‘차별’은 크게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차별은 중립적인 기준
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소수자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
기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적극적 조치’는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흔
히 채택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협의의 차별, 즉 ‘직접차별’에 대한 금지조치와 ‘적극
적 조치’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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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여성과 남성에
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나서 판단할 것
을 주문한다. 이것이 ‘성 인지적(gender-conscious)’ 의사결정이다.
나아가 적극적 조치는 과거 차별의 피해자가 되어 왔던 집단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누적된 차별의 흔적을 치유할 수 없다고
본다.4) 단, 우대조치 허용의 수준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채용
에 있어서 ‘같은’ 자격수준(qualification)이면 그동안 차별받아 온 집단,
즉 여성과 유색인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의 우
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tiebreaking model). 한편, 매우 강력한 우대조
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우대하고자 하는 대상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
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정도의 우대조치를 펼 수도 있을 것이
다(quota model).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우대조치는 ‘일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는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우선 채용한
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trumping model)(Cahn, 2002).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들은 때로 이것이 ‘할당제’이기 때문에 반대한
다고 말하고, 옹호론자들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는 할당제가 아니라
고 대답한다. 한편, 일부 옹호론자는 적극적 조치가 할당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분을 보면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는
미국의 제도를 잘 이해하면 해소되는 오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에서는 사회에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제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과 승진, 그리고 고용의
총량 측면에서 소수자(여성과 유색인종)를 위한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요
구한다. 이것은 기업 스스로 할당량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일정한 양이 외부적 강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4) 미국에서 우대조치(preferential treatments)는 때로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
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우대조치’이
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적극적 조치는 본질적으
로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런 논쟁은 왜 특정 집단을 우대
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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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업 스스로가 노동시장
환경과 기업 여건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정하는 것을 두고 할당제라고 하
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차별을 행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령받게 되는데, 이
때 일정한 비율이 목표치로 주어진다. 이 경우는 외부에서 할당량이 주어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수준의 적극적 조치 시
행명령은 그 기업이 심한 차별을 행한 것에 대한 벌칙으로 주어지는 것임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적극적 조치는 오랜 차별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과
거 누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성 인지적 의사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일반적인 적극적 조치의
수단은 기업 스스로 소수집단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난 40여 년간의 논쟁이 적극적 조치의 개념
을 이렇게 분명히 정의하고 나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논자
들은 서로 다른 모양의 적극적 조치를 상정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고 여
기서 비롯된 오해와 과도한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정도
로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논쟁을 분석하기로
한다.

2. 적극적 조치 반대론과 옹호론
미국에서 적극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필
자는 이 논쟁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dimensions)에서 정리한다면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 안에서 망라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첫째,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가의 문제로서 지금까지의 차별로 인하여
여성과 유색인종의 고용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둘째, 효과성의 문제
로서 적극적 조치가 그동안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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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
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셋째, 정당성의 문제로서 적극적 조치가
소수자의 고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차별의 요소
를 내포하고 있다면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남성과
백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 침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역차별이라
는 논리는 이 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끈질긴 도전이었다. 넷째, 적
극적 조치를 시행하여 소수자를 우대하는 경우, 업적주의를 훼손하게 되
어 전체 사회 수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적극적 조치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상의 네 가지 차원에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필요성 :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가?
현재 노동시장의 성(인종)별 분포는 인구 분포와는 크게 다르며, 과거
에 차별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
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즉, 지역노동시장의 인구구조
와 전혀 다른 성(그리고 인종)별 분포는 차별의 징후로 볼 수 있으며, 이
것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
고, 특히 적극적 조치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된다.
먼저, 적극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는 현재 고용구조의
비정상적 인구 분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
으로 족하다고 본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현재 고용된 인구 중에 여성과
유색인종이 적은 것은 과거 차별의 현재적 결과일 뿐 현재 차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부당한 대우나 사회적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Capaldi, 1996; Bolik, 1996).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견해의 다
른 버전은 기업이 스스로 차별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기
업들이 소비자와 시장의 다양성(diversity)에 눈뜨면서 기업의 이윤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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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불합리한 차별은 근절해 나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주장이
다. 시장구조의 다양성이나 기업내 인력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고
조되기 이전부터도 이러한 시각은 있었는데, 이는 차별은 결국 기업에도
손해이므로 가만 두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차별을 중단할 것이
라는 믿음, 즉 기업활동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경제학적 기
본 명제에 근거한 판단이다(Eisaguirre, 1999). 적극적 조치가 없어도 소
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향상될 것이므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
는 적극적 조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이다(Glazer, 1975).
이렇게 과거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두
가지 종류의 견해는 모두 차별은 과거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나 미래의
문제는 아니라는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한편, 적극적 조치의 옹호론자들은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고용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물론 과거의 차별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차별은 현재도
진행중인 문제라고 주장한다(Gurensey, 1997; Eisaguirre, 1999; Bergmann,
1996). 현재 아무리 의도적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
은 차별까지는 근절하기 어려운데, 이는 과거의 차별 때문에 이미 저울의
중심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특
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는 먼저 출발선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나온다(Horne, 1992;
Clayton & Crosby, 1992; Crosby, 2004).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젠더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사회(Gender-Blinded World)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인 조처(Gender-Conscious Treatments)가 먼
저 필요하다. 제도나 규칙은 성에 눈 감을 수 있으나(gender-blinded), 사람
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Williams, 1991).
또한 차별을 행하는 기업은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는 기업 스스로 차별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 당연한 것이
아니다. 사회 자체가 차별적인 환경이라면 차별을 행하는 것이 기업에 손
해가 아닐 수 있다. 소비자에 의한 차별도 있을 수 있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 차별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당장
기업에 이롭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차별이 기업 이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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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
업은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Becker, 1971). 따라서 특별한 정
책적 개입 없이도 차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Coate & Loury, 1993; Guernsey, 1997).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왜 지금까지 차별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논자라고 하더라도 약간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되 그 기
준은 인종이나 성이 아니라 계급(또는 계층; class, stratification)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Kahlenberg, 1996; West, 1993; Malamud,
1996). 이러한 견해는 지금까지 적극적 조치가 가난한 여성(또는 흑인)에
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여성, 엘리트 여성을 돕는 제도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요약하면,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
는 사람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들이 차별을 현재도 진행 중
인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과거의 문제로 보느냐에 있다. 과거에는 차별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
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비합리적인 차별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진 경우, 적극적 조
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표 2-1> 적극적 조치 반대론과 옹호론의 비교 : 필요성의 측면
반대론
적극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옹호론
적극적 조치는 필요하다

왜곡된 고용분포는 과거 차별의 결
차별은 과거 행위의 결과일 뿐 아
판단근거 과. 이제부터 차별 안한다면 개인
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다
에게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다
주장 1

출발선 맞추기 없이 더 이상의 차
더 이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별금지만으로는 공정한 기회보장을
족하다
할 수 없다

주장 2

기업이 비합리적인 차별을 근절해 국가 개입 없이 기업의 차별 근절
나갈 것이다
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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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성 : 적극적 조치로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다른 한 가지 대표적인 반대 논리는 이 제도가 실
제로는 본래 취지인 ‘모든 인구집단에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본래 취지
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 역시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는 적극적 조치 제도가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지 않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들의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Loury, 1995), 그리고 이 제
도가 낙인(stigma)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Murray,
1984, 1988), 또 나아가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이 집단에 대한 질시와 집
단 간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점(Murray, 1984, 1988; Yates, 1994)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도와주고자 하는 집단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논의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대상 집단에 미치는 낙인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자주 성공한 흑인이
나 여성 자신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었다. 이들은 ‘Affirmative Action
Baby’라든가 ‘Best Black’이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들의 경험
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여 이룩한 결과가 흔히 적극적 조치의 혜
택을 받아 쉽게 얻어진 것으로 폄하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Carter,
2000).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낙인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가 없었더
라도 여성과 흑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존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Reskin, 1998). 더욱이 장기적으로 여성과 흑인이 주요 직책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 배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Crosby(2004)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지 적극적 조치의 효
과성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가 여성과 흑인들로 하여금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
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 혹은 경험적 비판들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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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과 흑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일정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그런 가능
성을 얻게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Reskin, 1998). 반대로 모든 일자리가 백인 남성에게만 열려 있어서 흑인
과 여성은 노력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여성과 흑인이 기
술 습득을 위해서 노력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도 문제
이다. 적극적 조치가 소수자의 인적자본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많은
경제학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으며(Welch, 1976; Lundberg, 1991; Coate
& Loury, 1993), 적극적 조치로 대학에 입학한 소수자들이 대학에서 성적
도 좋고 이후 직업 커리어도 훌륭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Bowen & Bok, 1998; Crosby, 2004). 요약하면, 적극적 조치의 옹호론자
들은 이 제도가 수혜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은 논리적으
로도 결함이 있으며 사실관계도 잘 못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Reskin, 1998; Hartmann, 1998).
적극적 조치 반대론자들이 이 제도가 모든 인구집단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두 번째 근
거는 이 제도가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 실제로 가난한 여성과
흑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Loury, 1995; McWhirter,
1996). 적극적 조치가 하층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는 주장은 전혀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제기된다. 좌파로부터의 비
판은 이 제도가 사회적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로 하여금 과격한 변화를 추
구하지 않게 만드는 땜질 요법(‘band-aid’ critique)이라는 데 있다(Edley,
1996). 이후에 조직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리더가
<표 2-2> 적극적 조치 반대론과 옹호론의 비교 : 효과성의 측면
반대론

주장 1

옹호론

여성/소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여성/소수자에게 도움이 된다

교육훈련 투자 저하를 초래.
낙인효과와 집단 간 갈등 유발

교육훈련에 더 분발.
질시와 배제는 이전에도 존재

주장 2 중산층, 고학력자에게만 도움이 됨

하층민(생산직노동자)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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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만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극심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사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파는 하층민에 대한 백인의 죄의식
과 동정에 기대어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흑인
들의 태도를 망친다는 논리를 편다(‘racial spoils’ critique)(Edley, 1996).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은 적극적 조치가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유익
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Hartmann(1998)은 경험적
연구들을 리뷰하면서 적극적 조치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특별히
더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보다는 오히려 적극적
조치가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다. 적극적 조치가 실제로 하층 흑인과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로
서 역차별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이 대부분 생산직 노동자 수준에서 일
어났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흑인과 여성을 빈곤으로
부터 구해 낸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의 목적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높은 빈곤수준을 해
소하려는 목적이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아니
라는 것이다. 나아가 고학력 중산층 여성과 흑인이 먼저 혜택을 보게 되
더라도 그 효과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전파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trickle down effect).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 의도적으로 가난한 여성과
흑인을 돕는 활동을 할 가능성은 백인 남성보다는 높을 것이며, 이런 직
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역할모델(role model)로서의 의미 정도는 충분
히 가질 수 있다(Edley, 1996).
요약하면, 적극적 조치가 수혜 대상으로 삼은 인구집단으로 하여금 노
력하지 않게 만든다거나 낙인효과를 낳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에서만 일어났던 일을 확대
하여 일반화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적극적 조치가 소수 고학력
자와 엘리트집단에게만 유익을 준다는 비판도 사실과는 다르며, 실제로
여성과 흑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다. 지표상으로 보더라
도 적극적 조치를 적용한 이후 여성과 흑인의 경제활동참가와 고위직 진
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적극적 조치가 본래의

27

제2장 적극적 조치 논쟁 : 논점과 시사점

목적인 기회의 평등 확대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빈
곤 해소와 사회 통합에까지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도
의 효과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정당성 :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인가?
적극적 조치가 여성과 흑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빈곤 해소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특정한 인구집단에게 부
당하게 불이익을 주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이 제도를 시행할 정당
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즉, 적극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백인
남성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가장 끈질기고도 뜨거운 논쟁의 지점이다.
이 논쟁에서 적극적 조치를 반대하는 논자는 이 제도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reverse discrim
ination)이라고 주장하며, 이 논리에서 백인 남성은 ‘무고한 희생자(innocent
victim)’로 표현된다(Lynch, 1991; Bolick, 1996; Zelnick, 1996). 성차별주
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차별의 직접적인 가해
자가 아닌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형국이며, 다른 쪽에서 보면 여성과 흑
인은 차별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는가에 상관없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Capaldi, 1996). 이들은 무고한 제3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표 2-3> 적극적 조치 반대론과 옹호론의 비교 : 정당성의 측면
반대론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다

옹호론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 아니다

판단근거

보상적 정의 : 과거 차별을 현재에 분배적 정의 : 현재의 문제에 대한
보상하는 제도
치유책

주장 1

재분배를 통해서 왜곡된 구조를 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보상을 받음 로잡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를
찾아낼 필요는 없음

주장 2

가해자가 아닌데 벌을 받는 형국

진정 공정한 경쟁이었다면 어차피
백인 남성에게 돌아갈 자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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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도 부당하게 위치지워진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제도가 차별의 피해당사자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보상을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
한 논리에서 볼 때, 적극적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의 잘못을 현재
에 보상하려고 한다는 점과 개인이 당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Cowen, 2002).5)
이러한 문제 제기가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된 것은 미국에서 적극
적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옹호론자들이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 제도의 의의를 설명해 온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에 여성과 흑인을 차별하였으므로 이제 이를 바
로잡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것
이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라는 식으로 전달된 정황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보상적 정의’의 논리가 동원되었다는 것이 실
제로 이 제도의 의의가 보상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적극적 조치는 과거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징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라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우대조치’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오히
려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우대조치를 하는 목적
이 ‘보상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게 보상을 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적극적 조치의 우대조치는 ‘분배적 정
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렇게 볼 때에는 할당(quota)을 적용하더라도 부
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옹호론자의 논리이다(Fiscus, 1992). 적극적
조치의 옹호론자들이 특정 집단의 과소대표성이 과거부터 이루어져 온
차별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보상으로서의 정
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 부문에서 현재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분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이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의 정의가 요구
된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분포상에서 백인 남성의 지분을 축소하는 것은
5) 개인에 대한 보상이냐 집단에 대한 보상이냐에 관한 Nickel(1972), Cowen(1972),
Bayles(1973) 등의 논쟁은 Cahn(2002)에서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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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것이며, 이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Fiscus, 1992;
Sunstein, 1991).
일부 집단에 대한 우대조치는 결국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
하는 적극적 조치 반대론자들과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옹호론자들
의 인식 차이는 적극적 조치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기인
하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를 보상적 정의 차원에서 보는 경우, 차별의 직
접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개인들이 만나는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현재의 우대조치가 백인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를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즉 과거의 차별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왜곡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자원의 재분
배를 통해서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백
인 남성의 지분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 된다(Fiscus, 1992).
적극적 조치가 집단적인 수준에서 백인 남성에게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는 현재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에 있어서의 지분은
만약 공정한 경쟁 상황이라면 남성들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뒷받침된다. ‘역차별’을 주장하려면 백인 남성이 선발되는 그 선발
시스템에 편의(bias)가 없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백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은 흑인과 여성이 경쟁에서 배제되어 있
는 상태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Horne 1992;
Bergmann, 1996; Crosby, 2004).
역차별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인 Bakke 사건을 가지고 보면,6) 100개의
대학 입학허가 중에서 소수인종을 위해 따로 떼어둔 16개의 자리는 원래
그 사회에 인종차별주의가 없었더라면 Bakke에게 돌아갈 자리가 아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Mosley, 1996). 인종차별주의가 없다면 유색인
종이 전체 입학허가를 받는 건수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원래 소수인종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비

6) Bakke 사건(1978). 캘리포니아대 의과대학은 입학 사정에서 16%의 자리를 소수인
종에게 할당해 두었다. 백인 남성인 Bakke는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유색인종이 입
학허가를 받고 자신은 받지 못한 것은 차별로서 부당하다고 한 소송 사건. 이 사건
은 대법원에서 5 대 4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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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아니지만 훔친 물건을 나누어가지는 것과 마찬
가지라고 적극적 조치의 옹호론자들은 주장한다. 분배적 정의에서 볼 때,
특정한 개인인 백인 남성이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자인가 아닌가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흑인과 여성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이다(Bergmann, 1996).
흔히 ‘최고의 후보자(the most qualified)’를 탈락시키는 경우 역차별 문
제는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된다. 즉, 어떤 여성 후보자가 충분히 자격이 있
고 유능하지만 후보자 중에서 최고는 아니었는데 적극적 조치를 적용하
여 이 여성을 채용한 경우,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형적인 사례는
Johnson 사건(1987)이었는데,7) 여기서 대법원의 판결은 이 여성을 선발
한 회사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충분히’ 자격이 있으면 되는 것
이지, 반드시 ‘최고(the best)’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 최
고인지도 불분명하거니와, 모든 선발 과정에는 업적주의 이외에 평등, 그
리고 분리(segregation)의 종식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충족되어야
한다(Bergman, 1996).
실제로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역차별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결론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종적 균형(racial balance)을 목표로 할당(quota)을 적용함으로
써 과거 차별의 직접적 희생자가 아닌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경우라
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8) Sheet Metal Union 사건(1986)의
7) Santa Clara County Transportation Agency는 여성이 전혀 없는 직종에 최초로
여성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최종 대상에 올라온 9명의 후보 중에서 점수로는 4위인
여성을 선발하였다. 이에 2위인 백인 남성 Johnson이 차별이라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
8) United Steelworkers v. Weber 사건(1979). 지역노동시장에 흑인이 39%인데
United Steel사의 skilled craft에는 흑인이 0%였으므로 이러한 불일치가 사라질
때까지 훈련프로그램의 50%를 흑인에 할당키로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하였다. 이
러한 결정 이전에 훈련참여는 노조가입 여부와 연공서열에 따라 결정되었었는데,
이 조치 이후 연공이 낮은 흑인이 먼저 훈련에 참여하여 먼저 승진하는 경우가 나
타나자, Weber 등 백인 남성이 역차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흑인 50%는 과
거 차별의 희생자가 아닌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인종 분포의 균형을 목
표로 한 할당이므로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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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목적은 희생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
거 차별의 패턴을 교정하고 미래 차별을 예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
다.9) 또한 과거에 차별을 행함으로써 문제가 된 기업이 아니라고 할지라
도 인종(성)에 근거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Mosley,
1996). 이러한 판결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경향을 해석해 보면, 분배적 정
의에 기반하여 인종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서 직
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보상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채용이나 승진, 훈련, 보조금 할당에 있어서는 과거에 차별로 닫
혀 있던 영역의 문을 열기 위해 수치상의 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우대조치
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많으나, 해고시에 연공서열이 높은 백인 남성을 우
선 해고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연공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해고가 정당하
지는 않다는 판결이 우세하였다.10) 파라다이스 사건(1986)에서는11) 문제
결은 과거에 차별로 닫혀 있던 영역에서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종에 기
반한 정책을 한 것이므로 ‘기업측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 과거 차별의 직접 희생
자 아닌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 되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9) Sheet Metal Workers' Union 사건(1986). Sheet Metal사의 노동조합은 노조가입
을 위한 조건으로 apprenticeship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조원의 추천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런 방식으로 흑인은 노조와 승진에서 동시에 철저히 배제되었다. 지방법원은 뉴
욕 근교의 노동시장에서 소수인종의 비율을 감안하여 훈련프로그램에 소수자를
29%만큼 포함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외부적인 할당 강제는 부당하다는 소
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치상의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정당한가와
과거 차별의 직접 희생자 아닌 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였는데, 대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10) Stotts 사건(1984). 멤피스시는 정리해고를 하면서 근속기간이 긴 백인을 우선 해
고하였는데 이를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은
AA가 seniority 시스템을 무산시키는 의미는 아니며, 특히 해고 부분에 적용하기
는 어렵다고 판결. 이 사건에서 쟁점은 두 가지 였다. ① 과거 차별의 증거가 없
는 경우에 race-based action 해도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Yes로 판결 ② 해
고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가능한가?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 의견.
Jackson Board 사건(1986). 백인교사가 정리해고 우선 대상이 됨. 대법원 판결
은 5 대 4로 부당하다는 판결. 이 사건이 부당한 이유는 인종에 근거한 치유책을
쓴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할당을 정하는 방식이 노동시장에서의 흑인의
비율에 근거하지 않고 수업 듣는 학생 중 흑인의 비율에 근거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구체적인 차별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도 race에 근거한 AA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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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우대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하면서 적극적 조치가 정당할 수 있
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일시적 조치이고, 둘째, 다른 이의 해고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셋째, 부적격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라. 역기능 : 적극적 조치는 업적주의에 대한 침해로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
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할당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지라도 조금 더 능력 있고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보
다 부족한 사람이 선정된다면 이는 업적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로 인하여 전체 사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Zelnick, 1996).
적극적 조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적 연구는 Welch(1976)에 의한
것이다. Welch의 작업은 소수자의 고용 비율을 할당하여 강제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한 것이었다. 그의 모
형에서 각각의 일자리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 소수자
(minority)는 평균적으로 더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런 상황에서 소수자 고용에 대한 할당이 주어진다는 것은 비숙련자를 숙련
직에 배치하는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를 의미하는데, 숙련직에 대해서
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equal pay constraints) 생
산비용은 높아지고 비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Welch의 연구는 적극적 조
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해는 긍정적이었다.
11) Paradise 사건(1987). 앨라배마 주정부의 기병 중 흑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방
법원은 흑인이 일정 비율에 달할 때까지 향후 승진의 50%를 소수인종에 할당할
것을 명령하였다. 백인 남성 Paradise의 주장은 인종 분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할
당은 백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승진 할
당은 정당하다고 판결. 왜냐하면 ① 일시적 조치이고 ② 해고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며 ③ 부적격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AA가 정당할 수 있
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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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olzer & Neumark(20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Welch(1976)에
서 고용할당이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 완전경쟁과 완전정
보의 가정하에서이다. 이론적으로 이런 가정을 변화시킨다면 적극적 조
치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Welch 연구는 이미 함축하고 있
다. 경험적으로 볼 때, 적극적 조치를 취한 기업에서 소수자의 숙련 수준
이 낮지 않다거나, 임금비용이 증가하고 이윤이 줄어드는 등의 현상이 관
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 조치가 비효율을 낳는다고 볼 근거가 사라질 것
이다.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 가정이 깨지는 전형적인 사례는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통계적 차별’은 두
가지 버전이 있다. Lundberg(1991)는 고용주가 백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소수자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한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
는지 논의한다. 이 경우, 흑인 중에는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덕을 보는 사
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집단적 차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소수자는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에 투자할 인센티브는 없다. 적극적 조치는 소수자의 자격
수준과 기술 수준을 잘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숙련직에 소수자를 더 많이
쓸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나쁜 배치(bad match)’이므로 생산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소수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숙련 습득에
대한 투자의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든다. 그러
므로 적극적 조치로 인한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가 또는 감소는 인적자본
투자로 인한 효율성의 증가와 단기적인 생산효율성의 감소 간에 어느 쪽
이 더 큰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비효율을 낳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Lundberg, 1991).
만약 통계적 차별이 보다 심각하여 고용주가 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
인 편견(stereotype)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유사하다.
Coate & Loury(1993)에 따르면, 이 경우 소수자는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낮으므로 점점 더 낮은 기술 수준을 갖게 된다. 고용주의 부정
적 편견은 결국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되어 사실
로 확인되면서 그 자체로 비효율적인 균형상태가 된다. 비효율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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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노동자에게는 보상 수준의 감소를, 고용주에게는 기술 수준이 높은
노동자군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초에 부정적인 편견은 비효율
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부정적 편견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 조치는 효율을 증가시킨다(Coate & Loury, 1993).12)
실제로 현실에서 위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의 통계적 차별이 존재한
다고 하면, 이것은 달리 말해 현행 경쟁방식(merit system) 자체가 불완
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적주의나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가 가장 자격조건이 훌륭한 사람(the most qualified)이 배
제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업적주의를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적
극적 조치의 옹호론자들은 ‘현재의 업적주의가 진정한 업적주의인가’를 묻
는다(Bergman, 1996; Guinier & Sturm, 1996; Horne, 1992; Crosby, 2004;
Steele, 2000).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가 흔히 하는 질문은 “적극적 조치
로 선발된 외과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으냐?”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
해 보면, 적극적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의
사로 뽑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비교적 최근까지 미국에서 외과
의사는 거의 전적으로 백인 남성이었는데, 왜 모든 외과의사가 백인 남성
이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들의 네트워크 형
성과 여성 배제, 소수인종 배제가 작동한 결과이지 제대로 된 업적주의가
작동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Bergman, 1996;
Horne, 1992).
통계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standards)
이 특정 집단을 우대하지 않음으로써 진정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
된 우대(structured preferences)’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흑인
과 여성을 선호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백인과 남성을 선호하는 결과를 낳
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Williams, 1991). 불필요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12) 적극적 조치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 쉽게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집단은 오히려 인적자본 투자를 줄이게 되고 백인과 소수자집단 사
이의 생산성은 오히려 더 확대된다. 이런 경우를 Coate & Loury는 ‘patronizing
equilibrium’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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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필요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업적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이다.13)
정보의 불완전성 이외에 Welch(1976)의 이론적 가정에 추가적인 수정
을 요하게 만드는 요소는 ‘외부효과(externality)’의 존재이다. 만약 선임

자에 의한 후임자 지도(mentoring)가 같은 성인종
․
간에 더욱 잘 이루어
진다면, 혹은 이들간에 역할모델이 후임자의 분발을 더 잘 유발한다면,
이런 경우 적극적 조치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는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다든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다양한 인력구성
(diversity)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14) 만
약 인력구성의 초기 조건이 백인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
주는 인력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힘들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기업이 다같이 인력구성을 다양화한다면 이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이 불리해지지는 않으며, 따라서 단기간 내에 이윤이 높은 상태의 균
형점으로 기업들을 이동하게 만든다(Athey et al., 2000).
경제학자들은 업적주의나 능력주의 이외에 다른 기준이 선발 과정에서
고려되면 인력의 부적절한 배치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인적자본 투자를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비효율
은 증가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이 존재
하여 업적주의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적극적 조치는
이를 치유하는 방안으로 의의를 갖는다.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외부효과
의 존재는 적극적 조치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13) Griggs 사건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정한 일자리에서 고졸 학력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한 것은 당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흑인을 배제한 결과를 낳았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는 간
접차별이며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고졸 학력’은 그 자체로는 인종차별적인 기준
이 아닐 수 있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자격요건을 요구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배제
하는 결과를 낳는 문제를 경계한 것은 큰 의미를 던진다(Mosley, 1996).
14) 진보적인 고용주를 자처하는 Equal Employment Advisory Council(EEOC) 홈페
이지에는 인력관리에 있어서 ‘divers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적극적 조
치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 조직은 적극
적 조치를 폐지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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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적극적 조치 반대론과 옹호론의 비교 : 역기능의 측면
반대론
적극적 조치의 역기능

옹호론
적극적 조치의 순기능

판단근거 현재는 업적/능력주의 시스템 작동

현재의 업적주의는 불완전.
불필요한 자격요구는 차별

주장 1

업적주의 침해

불완전한 업적주의 재점검 기회

주장 2

비효율 증가, 경쟁력 저하

전체 사회수준의 효율성 증가

이것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현재 얼마나 불합리
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차별이 제거될 때 인적자본 투자는 얼마나
증가할지, 기업내 인력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때 기업의 효율성은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등 여러 가지 요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 경험적 연구들은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다. Leonard
(1984)는 주(states)와 업종(industry)을 교차한 셀(cells)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 조치를 적용받는 연방계약자(federal contractors)가 포함
되어 있는 셀에서 생산성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의 긍정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방계약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비용을 더 많이 쓴다는 연
구 결과가 나타나(Griffin, 1992) 적극적 조치의 부정적 효과의 일면을 보
고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의 효과와 관련된 가장 정교한 분석 중 하
나인 Holzer & Newmark(1999)에 따르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 기업
에 고용되어 있는 소수자의 자격요건(qualifications)은 시행하지 않는 기
업에 고용되어 있는 소수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능력
(performance)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통용되고 있
는 선발시스템이 불완전하며, 나아가 적극적 조치가 경제효율성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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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 조치 논쟁의 시사점
가. 인식론의 측면
적극적 조치가 도입된 이후 미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과 흑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여성과 흑인을 더
게으르게 만들어 결국 이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밝혀내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세 가지 쟁점은 단순히 사실을 드러내는 방
식으로 논쟁을 종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정당성,
역기능 문제의 세 가지 쟁점에 있어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의 근본적
인 인식의 특성은 무엇에 기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현행 사회의 작동방식, 즉 사회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 여부
와 과거 차별과 현재 차별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
인다.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고 명시적
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사회시스템의 근간이 업적주의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적주
의가 침해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관찰되는 차별은 과거의 차별과는 단절된, 독립
된 현상이라고 보는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업적주의가 진정 공정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는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첫번째 접근
방식이다.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들은 현재 상태를 차별로 인식하는 정
도가 낮은데, 이것은 업적주의 시스템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업적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
에 현실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고, 따라서 업적주의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은 달리 말하면, 현재 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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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때에
도 현재 상태는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
지는 상황으로 보고 여기에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는 강제적인 할당이 적
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그런 다음 할당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회 구성원의 인적자본 투자를 감소시키고, 전체 사회 수
준에서 비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의 옹호론자들은 “현재의 업적주의가 진정한 업적
주의인가”를 묻는다. 즉, 현행 경쟁방식(merit system) 자체가 이미 불완
전하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보지 않고 성과 인종에 대한 편견
에 근거해서 선발을 하는 명백한 차별의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필
요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나 불필요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업적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현재
상태가 이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적 조치를 통해서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오히려 구
성원의 인적자본 투자를 증가시키고, 전체 사회 수준에서 효율성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요컨대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들은 현재 사회의 작동원리는 업적주의
이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데 비해, 이 제도의 옹호론자는 현재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업적주의는 그 자체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모든 기존의 업적, 시험, 선발 등의 전 과정
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Guinier, 2000).
두 번째로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짓는 근본적인
차이는 과거의 차별과 현재의 차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들이 과거의 차별과 현재의 차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각각 독립적인 현상이라고 보느냐에 있
다. 과거에는 차별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차별을 금지한다면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으므로 차별 문제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제2장 적극적 조치 논쟁 : 논점과 시사점

39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차별을 금지하
여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으로 차별을 없앨 수 없다고 본다. 왜
냐하면 과거 차별의 흔적은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은 과거의 차별
이 현재의 차별적 현실과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차별과 현재의 차별이 각각 독립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에
서는 과거 차별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백인 남성이 현재 시점에서 불
이익을 당하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여성(또는 흑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 차별이라고 여긴다. 또한 과거에 차별을 행한 증거가 없는 기업이
일정한 비율의 여성을 채용할 것을 명령받는 상황도 부당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적극적 조치의 문제는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 보상하려고 한다는
점과 개인이 당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한
다. 이것은 적극적 조치가 추구하는 정의가 보상적 정의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차별의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개인들이 만나는 개
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현재의 우대조치가 백인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를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즉 과거의 차별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왜곡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백인 남성의 지분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
이 된다.
적극적 조치의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현행 사회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 여부와 과거 차별과 현재 차별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적극적 조치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설득 작업이 필요한지는 분명해진다.
적극적 조치는 오랜 차별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누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성 인지적
의사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일반적인 적극적 조치의 수단은 기업
스스로 소수집단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
한 수준의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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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먼저 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로 수용하는 업적주의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업적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실은 일부 집단에게는 유리하
고 다른 집단에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
째, 현재의 차별적 현실은 과거의 차별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
라도 이미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원리가 관철되기 어렵다.
나.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였다. 이는 주로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인 구
성물이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는 ‘역차별’ 문제와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였다.15) 이 문제는 적극적 조치를 40년간 시행해 온 미국
에서도 언제나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문제이므로 미국의 경험에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역차별’의 문제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의미한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을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혜택
을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고한’ 제3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되었
고, 이는 역차별 소송과 논쟁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제기
한 백인 남성은 차별을 행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고한’ 자임에 틀
림없다. 그러나 많은 소송의 판결들은 여성과 소수자에게 주어지는 기회
가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차별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왜곡된 사회구조를 형성
하고 있고 따라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백인 남성의 지분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과
정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소송과 논쟁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시사점은 외부
15)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산업자원부 등이 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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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채용이나 승진의 할당량이 주어지는 경우에 가장 반발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개별 기업에게 목표치
를 주고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여건에 맞는 목표치를 정하
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16) 명백한 차별의 징후가 발견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일정한 목표치를 할당하였다.
과거 차별의 피해자가 되어 왔던 집단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누적된 차별의 흔적을 치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조치
가 할당제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제도에 대한 저항이 심해진다. 일반 국
민이나 기업에 수용성이 높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대조
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는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오랜 적극적 조치 논쟁은 목표치가 외
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할당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
으며, 우대조치도 일정한 자격요건(qualification)을 갖춘 대상자 중에서
소수자에 대한 우대를 실시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책연구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 조치’가 전체 사회 수준
에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적극적 조치가 기업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다.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
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공존하는데, 그 차이는
주로 전제조건의 차이와 적극적 조치의 구체적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기인한다. 적극적 조치를 강제적 할당제로 간주하는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또한 이 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기업들이 인사관리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 조치제도가 도입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현행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16) Exucutive Order 11246, Revised Order #4 (1971)에서 ‘goal’은 ‘rigid and inflexible
quota’가 아니라 ‘targets reasonabliy attainable by means of applying every
good faith effor’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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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정책연구자들과 입안자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
는 진정한 의도이기도 하다. 적극적 조치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업
적주의’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업적주의 또는 업적
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보다 완성 상태에 가까운 업적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역차별 논의와 경제 효율성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얻게 되는 함의는 외
부적으로 여성고용 목표치를 강제하는 할당제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 스
스로 목표치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강구하게 하는 방식이 제도의 수
용성도 높을 뿐 아니라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위험도 피해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이다. 다만,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사
규모 동종업종 기업 간의 비교는 필요한 것이며, 기업이 진정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강제는 불가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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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적극적 조치와 경제 비효율성 : 과장의 오류

조준모

1. 문제 제기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의 확산은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고착
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의 요인이 자
리하고 있다. 지식기반화로 대변되는 직업세계에서 여성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직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화 시대에서와 달리 경

제의 정보화와 소프트화가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여성이 직무수행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며,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과거의 관행이나 사회적 규범을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고 현재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태적 경제 효율성(static
economic efficiency) 기준에 의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성차별조차도 사
회 전체의 효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과거의 관행이나 사회적 규범이 시계열상에 급변하는 지식기반경
제체제하에서 정태적 효율성은 정책효과의 잣대로서 부적절하다는 시각
을 갖는다. 본고는 여성정책의 방향은 미래에 실현될 경제 효율성까지를
감안하는 동태적 효율성(dynamic economic efficiency) 관점에서 설정되
어야 하며,17)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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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18) 변화에 의해 성규범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여성의 인적
자본 투자를 활성화시켜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
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여성인력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여성관련 정책제도는
․
다분히 선언적이고 성차별적 규

범에 순응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1년에 개정된 모
성보호법은 출산육아에
․
대한 모성을 보호하자는 노력은 이전에 비하여

과거 관행이나 사회규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한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가정-직장 혹은 결혼시장노동시장에 전방위(全方位) 영향을 미치는 성별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19) 또한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장
의 표제를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 및 대우’등으로 하여 모집,

채용(제6조), 임금(제6조의 2), 임금 외의 금품(제6조의 3), 교육배치
․
․
승진(제7조), 정년해고퇴직
․
․
(제8조 제1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5개

의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제6조의 2의 규정을 제외한 4개의 규정은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17) 주어진 시점에서 정태적 경제 효율성만을 고려할 경우, 사회규범관습
․
등은 외
생변수로서 감안되기 쉬우며, 정책제도의
․
설정은 다분히 규범 순응적(adapting
to norm)인 속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동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사회규범관습
․
등은 내생변수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제도의
․
선순환적 변화에 의해 미래의
경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예컨대 동태적 효율성이 정책제도
․
설정의 중요
한 잣대일 경우 현재의 비효율성이 일시적으로 야기된다고 할지라고 미래의 경
제효율성 증가가 충분히 크다면(시간의 할인율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정
책과 제도는 채택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정태적 효율성이 유일한 잣대일 경
우 현재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이유나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채택되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8) 시장균형이 규범의 영향을 받아 비효율적인 함정(trap)에 빠질 경우 효율적인 시
장 균형점으로 탈출하기 위한 법제도의 불연속적 변화를 본고는 선순환적 변화로
정의한다.
19) 예컨대, 조준모(2003)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이를 위한 재정 건전화를
이루지 못한 점, 출산육아제도를
․
수요친화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유연성
(institutional flexibility)을 기하지 못한 점,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부재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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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거나(제6조),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협의적 규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법의 법리는 성차별이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 대
한 차별을 포함하며, 남녀 모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발해 경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비록 남
녀고용차별의 대상자가 여성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장법으로 인식되거나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인프라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1999년 2월 8일 제3차 법개정
시에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
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는 문구를 차별
의 정의 규정에 삽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평등법도 외국의 입
법례와 같이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 성에게 차별하는 직접 차별 외에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우하나 특정 성에게 차별의 결과가 발
생하는 간접 차별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의 간접 차별 적용규
정은 적용대상을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 논란의 가능성이 많고 구체적인 성립요
건이 없어 노동계약의 거래비용만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극적

고용조치는 법에 의한 조치 외에도 적극적 고용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고 적극적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인사관
행의 개선방안을 수립 지원하는 등 세부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 조치가 보호하려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공평성을 개선해 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Heckman and Wolpin(1976)은 1970
년대 시카고 지역에 적극적 조치가 소수인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
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수인종의 고용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흑인 남성의 고용은 매년 8.8%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1974～80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 연방정부 조달계
약에 참가한 기업과 참가하지 않은 기업들을 조사한 Leonard(1984a,
1984b, 1990)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 조달에 참여한 기업의 백인 남성 집
단 대비 흑인 남성 집단의 상대적 고용성장률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
하여 0.82%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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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공평성 개선 효과를 확증한다.
기존 문헌에서 적극적 조치가 공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집중적으로 다
루어진 반면,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어
진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적극적 조치의 시장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자료
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극적 조치가 국민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는 작업은 실증경제학에서 어려운 작업이며 더욱이 적극적 조치가
미치는 외부 순효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런 원인으
로 적극적 조치가 거시적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분석에 제한
된 측면이 있으며 다만 미시적 사례를 들어 인사관리 및 기업성과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최근 들어서야 진행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조치가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적극적 조치는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성과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단순논리
만이 득세한 측면이 강하다.
기존에 사기업에서의 적극적 조치 실시와 연관되어 다음과 같은 쟁점
이 부각된다. 첫째, 남성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다. 이것은 남녀의 고용
현실이 평등한 상태에서만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
동시장에 이미 상당한 차별이 존재할 경우 역차별보다는 오히려 불평등
한 ‘기회의 평등(level the playing field)’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Rawls
의 정의론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역차별의 주장의 근거는
정태적 효율성이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 제고에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둘째, 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킴에 따라 경제의 효율
성이 감소한다는 의견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적
절한 자리에 배치되지 못하고 능력과 자질에 뒤떨어지는 낮은 직급에서
일할 경우 총산출물은 감소하고 시장임금도 그만큼 낮아진다. 모든 기업
이 이렇게 행동할 경우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만일 차
별적 태도가 사용자마다 다르다면 더 차별적인 사용자의 이윤은 감소한
다. 어찌되었건 양자 모두에서 차별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경제의 비효율
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Altonji and Blank(1999)는 적극적 조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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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보상이 이전보다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활성화되어 오히려 동태적 경제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도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데서 오는 개념적 오류일 수 있다.
물론 때때로 낮은 자질의 여성을 더 많은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에 배치함
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더
나은 자질을 가진 여성을 낮은 기술을 요하는 자리에 앉힘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성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남녀 모두
에게 더 많은 인적자본이 요구되는 일자리에 배치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를 부여하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이것이 할당제에 의한 능력주의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스스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할당제와 분명히 구분되며,
미국에서 대부분의 조달 기업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평등 이행계획을 할당제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
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대신 설정된 목표와 그 목표의 달성을 위
해 스스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그리고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제재의 가능성이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적으로 채용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광범위한 인구집단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내부적인 승진
과 배치를 위한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본고는 적극적 고용조치가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적극적 조치의 효율성 효과를 논
하면서 정태적 효율성에 한하여 친시장적(pro- market)인 논의보다는 친
기업(pro-capital)적인 논의의 함정에 빠지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하나는
효율성 감소의 이론 및 실증적 증가가 취약한 상태에서 매우 단순한 반대
논의를 전개하여 논의의 색채를 과학적 논의가 아니라 다분히 이념적 논
의로 몰고 간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조
치로 인해 경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의 변
화 및 적극적 조치에 보조적인 정책제도의
․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이 있다. 적극적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 주체들의 내생적 변화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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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 입법안이 2005년도 규제개혁위를 통과한 이 시점에 적극
적 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경제 효율성에 관한 논의를 다분히 이념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과학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는 남성과 여성 간의 집단적 격차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거시적 효율성과 미시적 효율성을 평
가하고자 한다. 거시적 효율성이란 노동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의미하고
미시적 효율성이란 적극적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기업의 인
사관리 효율성 및 재무 성과를 의미한다.
본고의 분석 시각은 기존의 단순 신자유의적 논리와는 차별됨을 강조
하고자 한다. 즉 단순 정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규제론적인 시각을 탈피
하고 인사관리경제학, 신제도경제학과 같이 현장 중심의 실사구시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적극적 조치가 경제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성별 역할 분담과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가사활동과 직장근로에 관한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통상 부부의 결합효
용극대화(joint utility maximization) 문제로 정리된다. 즉 부부가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사활동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선택이 이루
어지기도 하고, 남편은 직장 일에 특화하고 주부는 가사활동에 특화하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Becker(1991)는 가사활동과 직장의 선택 문제에 인적자본이론을 접목
시킨다. 즉 결혼 초기에 여성이 가사활동에 약간의 비교우위만을 가져도
여성은 가사활동에, 남성은 직장 일에 특화하게 되고 이러한 특화를 통하
여 각 부문에 적합한 인적자본이 형성되어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Becker,
1965).
여권 확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신고전학파적인 사고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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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건다. 즉 여성의 가사활동 전업화는 행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자
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규범에 의해 강제화(coerced)된 성 역할을 강
요받은 결과라고 제안한다. 이들의 제안은 신고전학파적인 모형의 도구
로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출산 등 남녀간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도록 하자. 이러한 가정은 모형의 초점을 가사
활동의 역할 분석에 두기 위해서이다. 여성의 효용함수를 Uf +αUc라고
정의하자. 여기서 U f 는 여성 자신의 효용을 의미하고 U c 는 아이의 효용
을 의미한다고 하자. α는 여성의 자식에 대한 이타주의의 정도를 반영하
여 결국 αUc 는 육아와 같이 아이로부터 얻는 효용을 의미한다. 예컨대
남성에 비해 육아에 대한 높은 수준의 α값을 부여하는 여성의 경우 육아
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간 α값
의 차이가 외생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발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며. 사회규범에 의해 내생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수로서
정의되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될 것이다. 즉 전업여성이라는 성규범
(gender norm)에서 일탈할 경우 비효용(disutility)이 매우 크다면 규범
의 심리적 압박이 비자발적인 순응을 강요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가 결합
효용극대화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의 확산은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고착
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의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지식기반화로 대변되는 직업세계에서 여성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직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화 시대에서와 달리 경
제의 정보화 및 소프트화가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여성이 직무수행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며,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과거의 관행이나 사회적 규범을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고 현재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태적 경제 효율성(static
economic efficiency) 기준에 의할 경우 어느 정도의 성차별은 사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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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관
행이나 사회적 규범이 시계열상에 변화하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효
율성의 판단기준으로서 동태적 경제 효율성(dynamic economic efficiency)
이 보다 적절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미래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창출되
는 여성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정부정책의
․
․
선순환적

인 변화에 의해 성규범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국부를 창
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후생(social welfare) 수준을 증진시키는 적극적
조치 정책이 필요악으로 매도되어서는 곤란하다(조준모, 2002).

3. 기존의 여성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
가. 남녀고용평등법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제도는 상당 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쳐 왔던 것
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근래에 모성보호법 통과 계기로 여성정

책제도의
․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성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토가 있
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여성관련 법제도의
․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이 제정되면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당해 영아의 생후 1년 이내
에 휴직을 주어야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우리나라에 처
음 도입하게 된다. 그 후 1989년의 제1차 법개정에 의해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킴
으로써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된
다. 그런데 이 법은 육아휴직제도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복지증진 차
원에서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제도는 근로여성에게만 적용되었다. 이
러한 입법 태도는 육아의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전통적 여성관에 기초한
것이며 기혼여성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 법은 다시 1995년의 제3차 개정시에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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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남녀 모두에게 확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관
을 탈피하고 남녀 모두에게 육아의 공동참여·공동책임의식과 이를 제도
적으로 가능케 한 발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001년의 개정은 제4차 법개정으로 약 14년 만에 법의 내용을 대폭 변
경함은 물론 법의 성격과 목적까지 변경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은 여성차별금지법과 근로여성복지법의 성격을 탈피하여 남녀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차별의 금지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규제, 직장
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와 직업능력개
발 및 고용촉진에 의해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도모하는 법으
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남녀고용평등 입법의 기
본 원칙과 내용에 부응하게 된다.20)

이러한 출산육아에
․
대한 모성을 보호하자는 노력은 이전에 비하여

과거 관행이나 사회규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한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는 평가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를 가지고 있다고도 판단된다. 첫째, 육아휴직은 여성고용지원제도이면
서도 육아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비용의 사회 분담화가 적절하며, 장기
적으로는 그 비용이 의료보험국민연금일반회계
․
․
등 재원을 통해서 조

달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는 단순히 비용의 재원조달을 고용보험에서 여타 의료보험․
국민연금일반회계
․
등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근로자의 출산육아의
․
확률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험을 드는 그런 속성

이 아니라 가정-직장 혹은 결혼시장-노동시장에 전방위(全方位) 영향을
미치는 성별 사회규범을 선순환적으로 변화시켜 동태적 경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출산육아휴가지원을
․
임금지원제도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

비 지원, 출산후 복직에 있어서의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 육아휴가기간
중 파트타임 근로 선택권 부여 등 수요친화적인 정책 다양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유급출산휴가를 여성고용의 부대비용으로 인식된다면
20)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에 관한 논의는 김엘림(2001)의 연구를 참
조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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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출산휴가의 연장은 여성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근무시간의 유연화를 꾀하여 육아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선
택하여 근무를 희망한다면 파트타임식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
써21) 기업의 비용인식 부분을 줄이고 여성 또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
장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
다.22) 둘째, 모성관련 보호법이 확대되어도 한국의 분단노동시장 구조하
에서 1차 노동시장 여성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적
책무성을 회피하여 여성이 2차 노동시장에 집중(segregation)되는 문제점

을 유발할 수 있다(금재호조준모
․
, 2000; 조준모, 2001). 따라서 선진화된
입법조치도 중요하지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법은 법대로,
규범적 현실은 현실대로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3) 셋째, 남녀
고용평등법상 법의 최소 기준을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 단체협약 실태조
사에 의하면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남녀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사업장
21) 실제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과 미국은 파트타임형 휴직선택권이 부여되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
리스, 스웨덴과 미국은 휴직의 분할선택권이 부여된다(Deven et al., 1997). 한편
미국,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이 두 가지 권리 모두를 제공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보장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일본,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두 가
지 권리 모두를 허용치 않아 육아휴가가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급육아휴직제도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만 최근 조
사에 의하면 유급육아휴직제의 휴직급여가 월 20만 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재훈련프로그램 등 제도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시행되었기 때문
에 신청자가 무급휴직제도 시행 때의 신청률(2% 미만)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
된다(문화일보, 2002년 1월 8일자).
22) 이외에도 각국의 육아휴가제도는 육아휴가의 법적 권리, 근속기간 자격조건, 육
아휴가기간, 육아휴가 시점 및 보상 및 가족에게 제공 여부 등에 있어 다양한 형
태를 취함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은 적용사업장에 대한 규모 제한이나 일용직 제외 등 법적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점이다. 또한 근속기간의 자격요건도 상당수의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근속자로 제한하고 있다.
23) 2000년도 경활조사에 의하면 유급출산휴가 제공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 제
도의 이행률은 21.2%로 나타난다.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이행률 60.9%, 유급휴가
및 연월차 수혜율 49.9%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관련 법제도의 집
행상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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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9.6%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합원수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3.42%,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3.1%, 300～999인
사업장에서는 9.8%,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9.8%로 나타나서 영세
한 사업장일수록 남녀차별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사업장의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차별에 관한 법의 최소 기준을 단체협약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법의 내용을 인식시키고 이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사
업장 내에 보편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간접 차별과 적극적 조치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
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남
녀차별로 본다”라고 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간접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 개정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휴직 종료 후 휴직 전의 직무로 복귀를 명기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코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제도의
․
모호성이 해소되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법상 간접 차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첫
째,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둘째, 근로여성
의 임신출산수유
․
․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셋째, 현

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
또는 사업주가 잠정
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예외규정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향후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에서 채
용목표제를 실시하거나 고용평등 의무이행의 정도와 채용목표제 달성 여
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도 여성우대조치의 법적 근거에 따
라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적극적 조치의 법적 근거는 그 해석에 있어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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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24)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법개정
방향을 보면 기회의 균등성을 넘어서 일정 수준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
더라도 현재 결과의 불균등성을 교정하기 위한 여성우대를 정당화하는
것에 비하여 진보적인 수준까지 법적 개입을 허용함을 알 수 있다. 사회
적 공감대 형성 없는 법제정은 또다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여성 우대의 기준범위
․
그리고 이에 대한 사

례 및 판례 형성을 통하여 사회적인 인식 공유를 해나가는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입법 후 올바른 법해석
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의도하지 않은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사적 자치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막연
히 통계적 성비 불균형 자체만으로 간접 차별의 혐의를 두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시급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나 사회적 인식의 공유를 위한
노력 없이 간접 차별의 법적 범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할 경우 여성
채용의 거래비용을 높여 여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01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녀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
외에 간접 차별과 여성우대조치를 추가적으로

명문화한 사업장은 거의 없다. 여성우대를 공기업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사적 계약에 개입하여 요구하는 것은 분명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24) 미국의 경우 여성우대조치는 실제로 차별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며, 여성우대조치
가 성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경우, 여성고용촉진정책이 Civil
Rights Act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가급적 남성에
대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회의 균등성을 달성하
도록 유지하는 취지가 강하다. 유럽의 경우는 European Court Justice(이하 ECJ)
가 1995년 판결한 Kalanke v City of Bremen 사건 이후 성별 기회의 균등성만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ECJ는 고용평등법의 해석이
여성에게 기계적 우대조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어
려움 정도, 다른 집단에 미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ECJ의 균등대우원칙이 독일의 고용평등법을 제한하게
된다. 더 나아가 ECJ는 “고용평등법의 의도는 여성의 불균등성을 시정하기 위해
승진을 포함한 고용상의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일 선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로 해석하여 결과의 균등성(equality of results)
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성(equality of opportunity)임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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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금지하는 방법 외에도 경제적 유인을 제공
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여성우대정책을 획일적으로
강제화하여 계약 자치의 효율성을 훼손하기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
여 선별적으로 개별 사업장에 부합되는 여성우대정책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25)
제한된 의미의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관리직 여성공
무원임용목표제, 공기업 여성채용 인센티브제 등이 실시된 바 있지만, 이
와 같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할당제의 파급력은 미미한 형편이었고(김유
경, 2001), 사부문에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
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부문에의 적극적 조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평등프로
그램을 실시하려 하고 있는데, 2006년 법제화 이전까지는 여성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연계하
여 시범 실시하며, 법제화가 된 이후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물품이나 서
비스를 제시하고, 법제화가 된 이후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물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에 대해서도 고용평등 이행계획
의 수립과 이행이 요구될 예정이다(노동부, 2004). 미국의 계약준수제와 같
이 체계적인 감사 및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대신 조달 계약상의 가감점을
통한 간접적 준수확보 방식으로 그 실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제 고용창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업을 포괄한 적극적 조치
대상의 확대는 그 자체로 검토해 볼 만한 의미를 지닌다(이주희, 2004).
다. 동일가치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25) 예컨대 사내 직업훈련에 있어 여성에게 우대조치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잠정적 우대조차는 사내 직업훈련에
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용보험을
통하여 재정지원하거나 금융혜택, 조세감면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일정액 이상의 물품 계약이나 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에 대
해서는 특혜를 부여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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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
․
․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
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
을 의미한다(제6조의 2). 이 원칙은 헌법의 평등대우원칙과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에서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 4가지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학력경력
․
․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소영이주희
․
, 1999).26)

그러나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아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은 실효성이 매우 작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미국은 오랜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직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시스템(school-to-work transition)’을 통하여 표준화된 직무체계를 가지
고 있다. 이렇게 잘 발달된 직무체계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법적
인프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직무급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사 직무의 정의가 잘 이루어져도 기업 내부의 정
보로서 주어지기 쉬우며 이를 법원 등에 입증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여
러 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27) 이렇게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업무’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요구
하여 동일가치노동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나 노사단체 등에서 산업별 표준직무기술
서 표준직무분석표를 마련하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

26)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
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주
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27) 예컨대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파트타임, 파견, 기간제, 자유노무계
약(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atypical work)의 경우 직무가 사용자의 사적 정보
로 주어지기 쉬우며, 정규직에 비하여 동일노동 혹은 동일가치노동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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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무에 적용시킬 때의 어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 급여체계는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직무는 기업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의 실효성 확보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8)
또한 동일가치노동의 입증 책임이 모호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
이 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Handels-ogKontorfunktioncoerernes Forbund
i Danmark v Dansk Arebejdgiverforening(Case 109/88, ECR 1989, p.
3199)의 사건에서와 같이 직무가 사용자의 사적 정보로 주어지거나 직무
분석체계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은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분쟁시 입증책
임을 사용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묻
는다 하여도 직무정보가 사용자의 사적 정보로 주어지고 직무체계가 비
과학적이고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거하
여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적인 자리보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환경하에 여성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
다. 또한 직장내 동료 남성에 의한 암묵적 차별 또한 동일가치노동의 실
현을 어렵게 한다. 기업의 승진 사다리에 있어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경쟁에서 남성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소외시킨다. 직무 또는 생산성

의 평가시스템이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학연지연혈연
․
․
등은

승진 및 보직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며, 이 때 성별도 유사한 기능을 하
게 된다. 이런 환경하에서는 직무분석의 과학화를 통하여 성차별 문제가
해소되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최소한의 정보에 대하여 고용계약에 명
시하는 것을 법 혹은 정책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명한
직무인프라 구축을 유인한다는 차원에서도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일가치동
․

28)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여성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근로자대
표 또는 노조대표가 사용자대표와 합의하여 직무평가 실시기준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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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금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사업장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교육훈련, 배치, 승진에 있어 남녀차별을 명문화한 사업장이
9.6%인 것에 비하여 적은 비율이다. 기업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0%,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0.62%, 300
～999인 사업장에서는 4.0%,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4%로 나타나
거의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명문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일가치동일임금의
․
개념이 개별 사업장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할 가능

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동일가치동일임금의
․
내용과 취지를 홍보하고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4. 적극적 조치가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
및 실증 평가
가. Welch(1976) 모형의 정태적 효율성 함의
적극적 조치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경제학 연구는 Welch(197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Welch의 모형
에서 고용주는 생산함수에 기술직과 단순직의 두 가지 직무를 가지고 근
로자도 고숙련 타입과 저숙련 타입의 두 가지 타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직에는 숙련노동이 배치될 때 고생산성이 발휘되고 단순직에
는 비숙련노동이 배치될 때 고생산성이 발휘될 수 있다. 기술직의 평균임
금이 높기 때문에 모든 타입의 근로자는 기술직에 배치되기를 선호한다.
만일 기술직에 저숙련노동이 배치된다면 생산활동의 비효율성이 야기되
게 된다. 모집단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 A와 소수인 집단 B가 존재하
는데 집단 B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저숙련 타입의 근로자가 분포하여 B
의 숙련분포함수의 평균 숙련도는 집단 A의 평균 숙련도보다 낮다.
물론 기술직 임금에 동일임금 제약이 적용되어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
을 지불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기술직 고용에 일정 비율을 B타입 근로자
에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었다고 하자. Welch의 모
형에서 집단 B에는 소수의 고숙련 근로자가 존재하여 고숙련 근로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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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의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기업은 저숙련 B타입을 기술직에 고용하여 고숙련 A타입의 고용을
늘리는 숙련혼합전략(skill bumping strategy)을 사용하여 생산비용의 감
소를 도모할 수 있다. 적극적 고용조치와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으로 인하
여 저숙련 B타입이 기술직에 침투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적극적 조치의 효과에 관한 함의를 제공하는 Welch의 이론모형은 실
증자료에 의해 검증되게 되는데, 그의 실증분석의 의하면 실제로 적극적
고용조치에 의하여 소수집단의 저숙련 타입이 기술직에 고용됨을 알 수
있다. 적극적 조치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채산성
이 감소하는 등 미시적 생산성 및 기업 성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
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는 저숙련 타입 근로자를 기술직
에 배치하였을 때 생산성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즉, 노동력의 그릇된
배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분이 큰 사업장일수록 기업 성과는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 Welch(1976) 모형의 동태적 효율성 함의
Welch의 모형은 적극적 고용조치가 동태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을 동시에 제안한다. 즉, 적극적 고용조치로 말미암아 소수집단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소수집단의 인적자본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인적자본 투자효과로 말미암아 전술된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보고한다. Welch의 모형을 이 부문의 모형으로 확장한다면 결과는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된다. 즉, 정부조달 계약을 수행하여 적극적 조치에 순응
해야 하는 기업으로 저숙련 타입 근로자가 이동함으로써 정부계약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부문의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증가하게 되고 정부
조달 계약 수행부문의 숙련 근로자는 비수행 부문으로 이동하여 이들의
임금은 감소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감소하
고 이들의 인적자본 투자욕구는 감소하게 되어 경제 전반적으로 숙련도
의 하향 수렴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부문의 일반균형 모형
을 고려할 경우, 부분균형 모형을 고려할 경우에 비해 인적자본 투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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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감하게 된다. 결국 Welch의 모형에 의하면 노동력의 미스매치로 인
한 비효율성과 인적자본 투자효과로 인한 효율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효율성의 순변동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
다. 적극적 조치와 정보 비대칭성
Welch의 모형은 완전경쟁과 완전정보를 가정한다. 완전경쟁과 완전정
보의 가정하에서는 위의 결과는 어쩌면 자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근로자
의 타입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 차별이라는 추가
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Welch의 모형이 제시된 이후로 정보 비대칭
성을 가미한 많은 후속연구들이 나오게 된다.
통계적 차별에 관한 후속 모형들은 학력, 연령, 직장근속과 같은 생산
성의 신호(signal) 기능을 하는 변수들의 신뢰도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낮다고 설정한다. Lundberg(1991) 모형에서 남성 근로자의 생산성 정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 대칭적으로 주어진 반면, 여성근로자의 생산성

정보는 비대칭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출산육아
․
등의 부
담을 해야 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이와 같은 생산성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 처하기 쉽다. 이 경우 고생산성 여성근로자는 고생산성 남성에 비
해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지게 되며, 반면 저생산성 여성근로자는 저생산
성 남성에 비해 평균임금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즉, 정보 비대칭적 상황
에서 고생산성 여성에게는 생산성-평균임금만큼의 정보세(information
tax)가 부가되며 저생산성 여성에게는 평균임금-생산성만큼의 정보보조
금(information subsidy)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대목까지는 정
보 비대칭성이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미쳐도 경제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여성근로자가 고생산성 근로자가 되기 위한 인적
자본 투자욕구를 감소시켜 전반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소시키
는 인적자본 투자효과가 발생하여 여성근로자의 평균생산성은 남성근로
자에 비하여 낮아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보 비대칭성은 여성근로자의
계약비용을 증가시켜 여성고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여성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전반적인 여성고용의 감소는 또다시 여성 인적자본 투자 정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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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Coate and Loury(1993)는 여성근로자에 사용자의 왜곡된 편견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 남성과 여성의 직무능력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사
용자는 초기 편견으로 말미암아 여성근로자를 고임금-고숙련직에 배치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인적자본투자 보상이 감소하여 여성은
최적 인적자본 투자량을 감소하여 사용자의 편견은 시장에서 실질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사용자의 그릇된 편견을 교정함으로써 비효율적 균형점
에서 효율적인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강제적인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적극적 조치에
준하는 인사정책을 취한다면 효율성은 제고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한된 기업들이 여성근로자에 우대정책을 취한다면 고생산성 여성근로
자뿐만 아니라 저생산성 여성근로자들도 이 기업들로 집중화하여 기업의
성과를 감소시켜 기업의 이러한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Coate and Loury(1993)는 적극적 조치가 도리어 비효율성을 크
게 할 가능성도 지적한다. 실제로 적극적 조치가 운영되는 방식은 여성의
채용기준을 남성에 비하여 낮춤으로써 여성을 유인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성의 채용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유인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노동에 대한 시장의 평판을 악화시켜서 적
극적 조치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성별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합
리적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이 경우 적극적 조치의 순효과
는 채용기준이 인적자본 투자를 저해하는 정도, 인적자본 투자의 한계비
용, 고임금과 저임금 직종의 임금 차이 및 채용 확률 등 인적자본 투자의
기대비용과 기대편익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Coate and Loury(1993)의 연구에 대해 Altonji and Black(1999)은 고숙
련-저숙련과 같이 이분적으로 근로자 타입을 양분하는 것은 노동시장 현
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동시장 기술 및 직무의 수
준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인적자원에 대
29) Coate and Loury(1993)는 이러한 균형점을 선심성 균형점(patronizing equilibrium)
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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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연속적이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그들은
제안한다. 즉, 적극적 조치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직무에서 여성에게 요구
되는 기술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직무에 도전하
고자 하는 여성의 동기를 유발하여 그 결과 근로자 성별간 생산성의 불확
실 차이가 줄어들어 성차별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론되기
도 한다.
라. 적극적 조치와 여성노동의 질
Welch의 정태적 모형에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할 경우 저생산성 타입
여성근로자가 고생산성 직군에 침투하여 여성근로자의 평균 질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Lazear(1998)의 성별 선별모형에 의하면 이
러한 현상은 적극적 조치가 성차별을 시정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1] 성별 분리가설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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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능력의 분포함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인 a직업과 열악한 일자리인 b직업
이 존재한다고 하자. a직업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아 능력이 F
이상인 여성근로자만이 a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F보다
낮은 M(<F) 이상의 남성근로자가 a를 선택한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능력의 모집단 평균치는 A로서 동일하지만 모든 직업에서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여성의 경우 a직업에서 평균능
력이 q f a 로서 남성의 평균능력 q m a 보다 높게 되면 a직업에서 구축된
비교적 높은 능력의 여성근로자가 b직업으로 자기선택하면서 b직업에서
의 여성의 평균능력을 q f b 로 끌어올리게 된다. b직업에서는 여성의 평균
능력 q f b 는 남성의 평균능력 q m b 보다 커지게 된다.
적극적 조치로 말미암아 F와 M이 동등화됨에 따라 여성의 평균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것이 반드시 저생산성 여성 근로
자가 고생산성 직군에 침투하기 때문에 여성노동의 평균 질이 감소한다
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제안이다.
마. 적극적 조치에 관한 OLG(Over-Lapping Generation) 모형
적극적 조치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상급
직 직원이 하급직 직원에게 코칭을 하고 숙련을 전수하는 기업 내부노동
시장의 OLG(Over-Lapping Generation) 모형에서 하급직 직원과 동일한
타입의 상급직 직원은 더 효율적인 코치 혹은 전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상급자는 여성 하급자의 고충을 남성 상급자
에 비해 더 잘 이해하고 생산성 제고방안을 더 효율적으로 코칭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로 말미암아 여성 직원이 상위직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학습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고 제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효과가 진가를 발휘하는 데는 상당 기간
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여성이 상급직까지 진출하여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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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 모형에서 적극적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실증연구
들도 있다. OLG 모형을 실증자료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
자료 분석을 통해 OLG 모형의 현실정합성을 비판한 실증연구로 Murray
(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Murray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 입학에서 적
극적 조치 차원에서 소수집단에게 특혜를 준다면 오명효과(stigma
effect)가 발생하여 도움을 주려던 소수집단에 도리어 피해를 줄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대학 입학자료 분석 결과를 기업 내부노동시장
함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적극적 조치는 기업 내
부노동시장의 입직구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승진 사다리의 반복게임
을 통해 직무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므로 대학 입학 게임으로 기업 내부노
동시장을 단순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도리어
입직구에서 경쟁에 핸디캡(handicap)을 주어 반복 게임의 경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Lazear and Rosen, 1981).
바. 적극적 조치의 이행효과(learning-by-doing)에 관한 동태적 모형
적극적 조치가 동태적 경제 효율성을 촉진시킨다는 경제학적 논리는
이행효과(learning-by-doing)에 관한 동태적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필
자는 전통적인 인적자본 형성모형(Kevin Murphy, 1988)을 적극적 조치
의 효과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인적자본 형성모형
을 설정해 보자. 모형에 필요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t) = t 시점에서의 여성 인적자본
W(t) = t 시점에서의 여성임금
L(t) = t 시점에서의 여성의 근로시간
C(t) = t 시점에서의 여성의 소비
1-L(t) = t 시점에서의 여성의 여가시간
추가적으로 W(t)=W(H(t))로 정의하고 W( )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오
목함수로 설정된다. 이는 임금은 인적자본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는 율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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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여성임금의 인적자본에 의한 결정관계

W(t)

H(t)
근로의 이행효과(learning-by-doing)로 말미암아 여성의 인적자본 형
성기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H(t1)＝(1－d)H(t)＋L(t),‧‧‧‧‧‧‧‧‧‧‧‧‧‧‧‧‧‧‧‧‧‧‧‧‧‧‧‧‧‧‧ (1)
이고 여기서 d는 인적자본 상각률을 의미하고 1>d>0의 조건을 만족한다.
여성은 인생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고
시간에 걸친 효용 할인율(preference discount rate) B는 B＝1/(1＋r) (r
은 이자율)의 조건을 만족하여 최적화 문제를 단순화한다.
T

MAX ∑ B tU ( C ( t ),1-( L ( t )) subject to
t= 0

T

T

t=0

t= 0

∑ B tW ( H ( t ))L (T ) = ∑ B tC ( t ).

여성의 인적자본 극대화를 풀기 위한 Lagrangian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T

T

t=o

t= 0

L＝∑ B tU ( C( t)),1- L ( t ))+1∗ ∑ B t [ L ( t)W ( H( t ))- C ( t )]
1은 Lagrangian mutiplier로서 최적점에서 평생소득의 한계효용을 의
미한다. 소비에 있어 효용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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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dU/dC( t) - B t1=0≡>, dU/dC( t ) = 1

근로 결정에 있어 현재의 근로가 이행효과를 통해 미래의 인적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반영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있어 효용극대화 조건은 다
음과 같이 설정된다.
dU/dL
= W( t)+BW '( H( t +1))L( t +1)=
dU/dC
B 2W'( H( t +2) L( t +2)(1-d)
T

+........+ B T-tW' (H( T))L( T)(1- d) -t -1

우방식의 첫 번째 항목은 현재의 근로에 대한 현재 임금의 보상을 나
타내며 두 번째 항은 현재의 근로가 차기(t)의 인적자본을 한 단위 증가
시켜 차기의 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세 번째 항은 현재의 근로가 차차
기(t+1)의 인적자본을 (1-d)만큼 증가시켜 차차기의 보상의 증가를 나타
[그림 3-3] 여성 인적자본 형성의 동태적 기제

L

L( t)= dH( t)
L

B

**

Dropout Point

A H2 H H0 H1
*

H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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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러한 인적자본 파장효과는 퇴직 시점인 T시점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위의 최적화 조건을 근로시간 L과 인적자본 H간의 관계로 표현하면
[그림 3-3]과 같다.
위에서 L(t)＝d H(t)는 근로로 인한 인적자본 증가분과 인적자본 상각
분이 일치하여 인적자본은 안정적 국면(steady state)에 머무르게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곡선 AB는 최적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L(t)와 H(t)간의
*

궤적을 나타내며, L(t)＝d H(t)를 H 와 H

**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예

컨대 초기에 여성 인적자본이 H0라면 인적자본의 순증가분이 (+)이어서
**

다음 기에 인적자본은 H1로 상승하게 되며 결국 H 점으로 수렴하게 된
*

다. 그러나 H2와 같이 초기 인적자본이 H 의 좌측에서 출발한다면 인적
자본은 순감소하여 A점으로 쇠퇴하여 여성의 근로시간과 인적자본은 점
감하여 결국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이제 적극적 조치가 실시되어 여성임금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상승하였
다면 초기 인적자본이 H2와 같이 낮은 수준에도 충분한 근로시간을 확보
[그림 3-4] 적극적 조치의 여성 인적자본 형성 및 고용률 제고 효과

L
B

A H2 H *

H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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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H 고인적자본 균형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위의 동태적 모형
에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적극적 조치가 한시적으로 실행되어도 인적자
본 형성기제를 변화시켜 항구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사.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업종별 실증분석
적극적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이론적 쟁점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은 매우 부족하다. 한 가지 원인은 자료가 부족하고, 일반균형 분석 및 후
생효과 분석은 효과 계측이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Steel and Lovrich
(1987)는 미국의 경찰청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 조치를 강하게 적용하는
지역과 약하게 적용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경찰직 가운데 소수집단의 분
포와 경찰의 생산성 지표인 범죄자 체포율, 범죄 체포 한 건당 비용 등을
사용하여 소수집단의 분포와 생산성 간에 유의적인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간과한 점은 적극적 조치의
내생성이다. 즉, 소수집단의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적극적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범죄율이 높아진다면 적극적 조치가 범죄율을
높이는 것으로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 조치의 내생
성을 치유한 Lott(2000)의 연구는 Steel and Lovrich(1987)의 연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Heckman의 2단계 추정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Lott
(2000)의 연구는 잘못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해 냈
다고 비판을 받는다(Holzer and Neumark, 2004).
대학에서의 적극적 조치 도입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로서 Kolpin and
Singell(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대학에서 적극적 조치의 도입효과를
검증하기 용이한 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쟁이 대학에서 매우 심하였
고 대학교수의 생산성은 비교적 관측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 상위 랭크의 미국대학 경제학과 교수진을 분석한 결
과 상위 랭크된 경제학과일수록 여성 비율은 작아지지만 여성 비율이
높아진 경제학과일수록 랭킹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Kolpin and Singell(1996)의 연구는 적극적 조치의 반대 혹은 찬성 논리
의 양면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그 효과를 단정하기는

제3장 적극적 조치와 경제 비효율성 : 과장의 오류

69

어렵다.
Holzer and Neumark(2004)는 대학교수 생산성의 질을 계측하기 위해
논문 게재 저널의 랭킹 및 인용 횟수 등을 반영하여 Kolpin and Singell
(1996)의 연구를 개선한다면 적극적 조치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계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대학에서 적극적 조치 효과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 방향은 Role-Model
효과이다. Holzer and Neumark(2004), Athey(2000), Neumark and
Gardecki (1998)와 Canes and Rosen(1995) 등은 여성 지도교수하에서 여
성 학생의 등록률, 학위 이수까지의 기간, 취업률 등의 변수를 분석하였
다. 대체로 여성 지도교수의 Role-Model 효과는 이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지만 등록률,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적극적 조치가 의료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Cantor et.
al(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적극적 조치로 고용
된 소수집단 의사일수록 빈민이나 소수집단 환자에 대해 보다 많은 친절
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의
료시장에서 적극적 조치가 경제학자들의 분석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가
진다고 제안한다.
아. 소결 : 적극적 조치와 압축적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후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압축적 고령화
를 경험해 가고 있다. 통계청(2005)의 인구 전망을 기초로 2050년까지 급
속한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기호(2005)의 연구에 의하
면 성장률은 2030～50년간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대의 성
장을 시현하고 있는 2000～2005년에 비해 3%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장 둔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적 조치를 통한 노동 투입의 확대가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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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6%로서, OECD국가들을 고용률에 따라 5개 국
그룹으로 나눌 경우 하위 네 번째 그룹에 해당되며, 최하위 그룹이 슬로바
키아헝가리폴란드
․
․
등 전환기형 경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실질적으로 OECD 최하위 그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고용
률은 52.2%로 남성의 75.2%보다 23% 정도 낮고 이는 주로 경제활동참가
율의 성별 격차에서 비롯된다. 특히 한창 일할 연령대인 25∼54세의 연령
구간에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격차는 더욱 크며 이는 출산․
육아가 여성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고 경력 단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고졸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
으며 OECD 평균 78%보다 무려 2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근로형태를 늘리고 직장
에서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적 근로형태를 늘리기 위해서는 맞춤식 근로
시간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직무공유제, 압축근무시간제 외에도 단축근무삭감임금 방식(5-시간제도)으로 여성노동으로 하여금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규직은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직무설계 노하우 공유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공공컨설팅 서
비스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세제 변화를 통해 두 번째 가정 소득원에
강한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아일랜드의
경우 고용률이 1984년의 32.7%에서 2004년의 55.8%까지 개선되는 성과
를 거둔 바 있다. 이외에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여성의 보육 인
프라를 확산하고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해 갈 수 있다.
여성 고용률 제고정책으로서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압축적 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유지
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5. 적극적 조치가 인사관리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가. 적극적 조치가 인사관리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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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조치와 계약비용
과거 여성관련 제도 도입이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원인은 제도 도입의
패러다임이 불명확했던 점에서도 기인한다. 본 절에서는 여성관련 제도
의 도입이 그 동태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시장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관련 제도
도입은 여성 고용계약의 계약비용(contracting cost)을 최소화시켜 경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양질의 여성 노동
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식기반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이론은 Coase(1960)와 Williamson(1985) 그리고 North(1985)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예컨대 Coase는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래조건을 알려주며, 흥
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잘 준수되는지
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약비용이라고 정의한다. 즉, Coase는 정보
비용, 탐색비용,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비용, 감시비용 등을 계
약비용으로 보고 있다(Coase, 1960).
노동계약의 계약비용이 0인 코즈세계(Coasian world)에서 여성과 사용

자 간의 사적 협상은 출산육아부담이
․
경제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중화(neutralization)시키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우선 출산육아
․

로 인한 노동계약의 유형을 [그림 3-5]의 스펙트럼상의 한 점으로 나타난
다고 설정하자. 계약비용이 0인 코즈세계에서 사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출산육아권
․
인정에 관한 노동계약의 형태에 관해 살펴보자. 먼저 법원
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권을
․
거부한다면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달
[그림 3-5] 노동계약에 관한 스펙트럼

여성근로자의 출산․
육아권을 인정치 않
음

노동법상의 출산육아
․
권을 제한적으로만 인
정함

여성근로자의 출산․
육아권을 완벽히 인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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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출산육아로
․
인한 특수성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
우 [그림 3-5]에 나타난 스펙트럼의 좌방극한값에서 여성근로자는 출
산육아권을
․
포기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여성근로자가

가 인지하는 노동법상 출산육아
․
가치를 1년당 1,000원이라고 하고 사용
자가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로
․
겪게 되는 생산성 상실분을 500원이라
고 하자. 이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육아권이
․

인정되는 것이다. 이 예에서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와 출산육아에
․
연관

된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

고 사용자 또한 500원 이상의 가격이 제의된다면 근로자에게 출산육아
․
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계약비용이 없다면 사적 협상 결과 노
사는 노동법상 출산육아
․
권리를 여성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노동계약 체
결에 합의하게 된다. 즉, 출산육아권에
․
관한 자발적인 거래를 통하여
최적계약 형태가 결정되며 경제 효율성이 달성하게 된다.

이제 상황을 바꾸어 입법부가 모든 노동계약상의 출산육아권이
․
여성

근로자에게 있다고 입법조치하거나 사법부가 관련법 조항을 해석해 간다
면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에
․
대한 가치가 사용자의 생산성 저하로 인

한 손실분보다 크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는 일어나지 않게 된
다. 이 예는 코즈 정리가 고용계약 형태에 관한 사적 협상에도 그대로 적
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30)

이때 입법조치를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권이
․
강화되어도 코

즈 정리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관련법상 출산육아권이
․
분명히 정의

되어 있다면(즉, 새로 도입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권이
․
명확히 정
의된다면) 양자 사이에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권을
․
강화하여도 재산권이

30) 출산육아권을
․
포기하는 노동계약(출산육아
․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자에 의
한 해고권을 인정해 주는 노동계약)에도 코즈정리(Coase theorem)가 사용될 수
있다. 즉, 출산육아에
․
대한 여성근로자의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거래비
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출산육아권을
․
포기한 노동계약도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
에 법원은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자유계약이 사적 자치(autonomy)와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
을 증진시킨다는 계약법(contract law)의 정신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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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고, 계약비용이 계속 0이라면
노동계약 형태에 관한 사적 협상은 [그림 3-5] 스펙트럼상의 한 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코즈 세계에서 노동법상 출산육아권
․
인정 범위에 관한 논의는 협상

력의 균등성을 전제로 한 ‘효율성(efficiency)’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협상
력의 불균등성을 전제로 한 ‘비효율성(inefficiency)’ 차원의 논의나 ‘형평
성(equity)’ 차원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코즈 세계에
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하여 경제 주체들은 효율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재조정하고 그 결과 출산육아권
․
확장 전후의 효율성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노동법이 확장되어 계약법 영역과
중첩되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코즈 세계가 아닌 세계에서
(즉, 계약비용이 0이 아닌 세계) 그 논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김일
중조준모,
․
1999).

그러나 노동계약의 계약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출산육아
․

부담은 남성과 달리 추가적인 협상을 요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계약비
용을 유발시키게 된다. 예컨대 언제라도 출산육아의
․
과정에 처할 수 있

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직업훈련과 출산육아기간
․
동안에 대체

근로, 동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 문제, 유급무급
․
육아기간의 종료 시점,
출산육아
․
후 복귀 여부와 연관된 권리와 의무, 생산성 회복을 위한 직

업훈련, 업무배치 문제 등 여성의 출산육아와
․
연관된 일련의 과정은 남
성에 비하여 노동계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임신 사실이 여
성근로자의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로 주어질 경우 위의 다양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물론 출산육아와
․
연관된 일정 부분은 명
시적인 노동계약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으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계약 내용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계약 암묵성(contractual implicitness)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 암묵성과 출산육아의
․
순차성(sequential order)으로 말미암아 사

후 기회주의(post contractual opportunism)로 얼룩지고 사후 기회주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제소하는 데 암묵적 계약의 입증이 곤란해지게

된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의
․
권리 배분을 법이 명확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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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여성근로자 채용에 따르는 노동계약의 계약비용을 감소시켜 여성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여성관련
제도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던 것은 결국 제도가 계약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여성의 출산육아관련
․
규정을 명확히 하

는 사업장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단체협약 실
태조사에 의하면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비율은 전체 단체협
약 체결사업장의 17.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분
포를 살펴보면, 조합원수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7%,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9.9%, 300～999인 사업장에서는 17.2%, 1,000인 이상 사업
장에서는 34.9%로 나타나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남녀고용평등에 관하여
명문화한 사업장의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규정이 있다고 하
여도 ‘관계법령에 의한다’가 규정이 있는 사업장의 39.1%, 추상적인 표현
의 규정만이 존재하는 사업장이 17.3%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고용평등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모호하게 설정
되어 있다는 것은 노사 일방의 기회주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우려한
상대방의 과거 기회주의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차별에 대한 감독 및 평
등조치 이행 등에 따르는 계약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여성 고용계약의 계약비용을 낮추는 제도는 제도의 도입, 학습화 및 운
용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도의 도입 단계에서는 여성근로자
와 사용자의 권리배분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출산육아와
․
연관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
급적 서면 계약주의를 택하여 명료화하고 최소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으
로 규정하여 노사간 합리적인 사적 자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31) 또
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part-time for child care)를 도입하여
여성근로자는 정규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시간근로의 형태로 근
31) 예컨대 현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 근로자 채용배치에
․
있어 출산육아
․
등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에 불이익 금지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
에 권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여성근로자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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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단시간근로 등의 비정규고용 형태
로 취업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법적 조항을 모호하게 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남발하게
되면 이러한 법은 사문화되거나 도리어 계약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산육아권의
․
인정과 연관된 선도적 판례를 일반에게 널리 홍보
하여 민간 주체들로 하여금 계약체결이 판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도 제도의 학습화를 통하여 계약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32) 마지막으로 제도의 운용 단계에서 공정한 근
로관행이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제도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여 수정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여성관련 법제도에서는 제도의 도
입만 있었지 제도의 학습화나 이행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요
약하면, 제도 도입-학습화-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여
성관련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단노동시장 구조와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팽배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다양한 계약 대체
와 탈법불법으로
․
인하여 그 효과가 반감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극적 조치는 여성관련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성 고용계약의 계약비
용을 낮추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고용계약의 계약비용이 높은 원인으로서 시장 구조의 복합적인

이중구조를 들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은 고생산고임금고용안정의
․
․
직
업계단의 상층부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저생산성저임금고
․
․
용불안의 하층부에 머물러 있는 직업의 성분리 구조와 함께 여성근로자
들

자체도

저연령고학력고소득
․
․

계층과

고연령저학력저소득의
․
․

두 계층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복합적 이중구조를 띤 시장에서 여성 집
중 부분에서 여성관련법의 준수 내지 이행 정도는 매우 부실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는 여성 고용계약의 계약비용을 높여 여성의 고용률을 낮추
게 된다. 적극적 조치는 채용 총인원에서 일정한 여성 인원을 보장함으로
32) 개별 사례에서의 분쟁해결보다 예방적 효과가 크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것은
법원의 선도적 판례이므로, 성차별적 해고에 대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내기 위
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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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대상 여성근로자 집단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여성의 출산육아
․
권을 협상해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 조치하에서 여성근로자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기업들은 우수 여성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
규칙상 출산육아권을
․
명료화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두 번째로 여성의 이익이 정당하게 대변되지 않는 정치구조는 여성관
련입법이나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예외 없는 적극적 조치는 여성관련 입법정책
․

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감독과
조정을 가능케 한다.
세 번째로 기업 내부노동시장에 있어 부실한 직무 인프라는 여성 차별
을 발생시키는 주된 토양이 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 체계가 구축되어 있

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육아
․
등으로 인하여 생애경력의 단절을 경험하
게 되는 여성 노동력 고용에 대하여 사용자는 더 큰 불확실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 고용계약의 계약비용을 높이게 된다. 적극적

조치는 기업으로 하여금 출산육아를
․
경험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의 생
애경력 단절로 인하여 인적자본 상실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여성
근로자와 담당직무 간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여성에 정합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케 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근로자에 정합적인 내부노동시장을 디자인
하여 여성고용 친화적인 내부노동시장을 설계해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적극적 조치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인사관리 실시의 원칙은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로 거듭나야 한다. 직무 중심의 원칙은 직무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조사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
․
등의 직무정보자
료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훈련배치이동승진승
․
․
․
․

격승급
․
등의 인사관리 활동을 이룩해 가는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종업원의 담당 직종 및 직무 요건보다는 사람의 연
고관계를 중시해 온 종래의 정실주의 인사관리 시책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 인사관리 기능의 합리적 실시를 위한 선행과제이다. 직무 중심의 원칙

제3장 적극적 조치와 경제 비효율성 : 과장의 오류

77

은 대체로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를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근로자를 선발
하는 것이다. 통상 일련의 근로자 풀을 형성하고 견습기간을 두어 직무에
가장 적합한 근로자만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채택된다. 직무와 근로자 간에 효율적인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로자
의 고용안정성은 자연스럽게 보장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사관리

는 직무 중심의 원칙에 따라 기업내 각 직무의 경제적합리적
․
측면을 중
시하지 못하고 先사람-後직무의 인사관리 방법을 택한 경향이 강하다.
근로자를 직무에 맞추는 경우 조직 내에 근로자와 직무 간의 미스매치 가
능성이 커지고 동일한 직무에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가 배치되어 인사적
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지나
치게 급여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급여의 등급에 맞추어 지나치게 기
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근로자의 독특한 직무능력과 잠
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제시되어 미
래지향적인 직무능력을 스스로 개발해 가도록 유인하는 인사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이러한 전근대적인 인사관리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인맥 관리를 중시하
여 여성을 능력과 관계없이 주변부 일자리에 배치하여 숙련형성 기회를
상실케 한다. 과다인력을 보유하여도 여성은 수량적 고용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아지게 된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정착은 성별 차
이 없이 양성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기업 내부노동시장에 구축하여 기
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조준모, 2004).
3) 적극적 조치와 인사관리 전략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에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은 변화하지 않는 상
태에서 적극적 조치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적극적
조치 도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사관리를
변화해 갈 것이다.
1990년대 실시된 Holzer and Neumark(2000)에 따르면 적극적 조치 실
시 기업의 여성과 소수집단의 자질(교육정도)은 비실시 기업보다 낮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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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들의 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채용 과
정에서 여성에 대한 광범위하고 차별 없는 구인활동을 한 기업의 경우 여
성이 남성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적극
적 조치 실시 기업은 미실시 기업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적자본을 찾고 더
많은 여성을 유인하며, 공식적 성과 평가에 더 의존하고 더 많은 훈련기
회를 제공하였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여성의 채용과 생산성 간에 어떠한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대규모 기업에서는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할수
록 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Holzer and Neumark(2000)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사관리 변
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소수집단이 기업에 응모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는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스
카우트제도는 우수한 소수집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
끼게 할 수 있다. 공채 스타일의 채용은 적극적 조치의 비효율성을 크게
할 수 있다. 둘째, 소수집단에 불리한 특징의 배점을 줄이고 그들의 생산
적인 특징으로 발굴하여 다수 집단과 다른 인사관리 배점방식을 마련한
다. 적극적 조치하에서 공식적인 고과 평가는 소수집단의 열등성을 부각
시키고 이러한 심리 상태는 저생산성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우수 소수
집단을 채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사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수집단에게 다수집단에 비하여 보다 긴 견습기간을 제공
하여 이 기간 동안에 직무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
다. 소수집단의 경우 노동시장 신호변수들이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부정
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긴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적극적 조치로부터 주어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제재의

가능성이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적으로 채용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광범위한 인구집단에 확대하고, 내부적인 승진과 배치를 위한 인사제도
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면 적극적 조치가 경제 효율성을 개선할 가능성

은 항시 열려 있게 된다. 적극적 조치는 남성 인맥만으로 채용과 승진
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능력주의를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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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수자 보호대상 기업(MBE) 우대정책의 효과
적극적 조치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정부에 납품하는 사기업에 적극적

조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재정행정상의
․
특혜를 주거나 이행 준수를
계약기업에 요구하는 방안이 사용되기도 한다.
Bates and Willimanss(1995)는 지자체 정부에 납품하는 소수자 보호대
상 기업(MBE : Minority Business Enterprises)의 생존 확률에 대하여 실
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에 납품하지 않는 MBE에 비하여 정부에 납
품하는 MBE가 도산할 확률은 25%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조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Bates and Willimanss(1995)의 연구에 사용된
기업 표본은 1년 미만의 소기업들이 주종을 이루어 납품하지 않는 기업
에 비하여 기업연수가 작아 도산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 납품
기업의 경우 납품 프로젝트가 종료하면 기업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 표
본편의에 의해 정부 납품 기업의 도산 확률이 과장될 수 있다. Bates and
Willimanss(1995)는 정부 조달계약을 통한 적극적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첫째, 과도한 정부조달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력을 감소
시켜 적극적 조치의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매
출에 25% 이상 납품하는 MBE의 생존율이 25% 미만 납품하는 MBE의
생존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히 납품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조치가 효과적일 수 없으며 금융지원 및 납
품자와의 거래지원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적극적 조
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미국의 계약준수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고용기
회평등위원회(EEOC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규
제 대상 기업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가 계약준수제의 성과로서 인용되기
도 한다. 1966년과 비교하여 1979년에는 적용대상 기업의 총고용인 중 여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1.5%에서 40%까지 증가(표 3-1 참조)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사무 및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서 18.1%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전문직 비중도 14%에서 35.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Pineda, 1983). 1974년 이후 고기술 화이트칼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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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EOC EEO-1 기업에서의 남녀 고용비율 변화(1966, 1970, 1975,
1979년)
(단위 : %)
총고용규모

남성

여성

1966

25,570,685

68.5

31.5

1970

28,882,554

65.6

34.5

1975

29,944,509

2.9

37.1

1979

33,862,048

59.8

40.2

자료 : EEOC EEO-1 보고서, 각년도. 이주희(2004)에서 재인용.

에 소수자 집단과 여성이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 가운
데 한 가지는 고기술 소수자 집단과 여성 노동력 공급의 증가, 고용평등
이행에 실패한 기업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의 실시로 계약체결 기업이건
일반 사기업이건 관계없이 성장산업에서 이들 집단의 진출이 활발한 데
서도 기인한다(이주희, 2004).

6. 요약 및 정책 제언
여성차별의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1년 제4차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은 과거 여성관련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성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차별의 사
유에 출산을 추가한 점, 간접차별 규정의 개념을 명확히 한 점, 차별의 예
외규정을 명확히 한 점, 출산권과 육아권을 구분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 사용자로 하여금 법적 책무성을 회피하여 여성이 2
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현실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규범의 선순환적 변화를 통하여 지식산업시대의 동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개정법은 여성우대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
대 향후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에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거나
고용평등의무 이행의 정도와 채용목표제 달성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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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원하는 것도 여성우대조치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우대조치의 법적 근거는 그 해석에 있어서 여전
히 모호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여성우대조치는 실제로 차별이 발생할 경
우에 한하며, 여성우대조치가 성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경우, 여성고용촉진정책이 헌법의 여타 기본권을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가급적 남성에 대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회의 균등성을 달성하도록 유지하는 등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우대의 기준,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사례 및 판례 형성을 통하여 사회적인 인식 공유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입법 후 올바른 법해석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의도하지 않은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사적 자치
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요구하
여 동일가치노동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나 노사단체 등에서 산업별 표준직무기술서,
표준직무분석표를 마련하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을
실무에 적용시킬 때의 어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가

치노동의 입증 책임이 모호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
이 클 수 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는다 하여
도 직무정보가 사용자의 사적 정보로 주어지고 직무체계가 비과학적이고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거하여 판사가 시

시비비를 가리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하여 고용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법 혹은 정책 차원
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명한 직무 인프라 구축을 유인
한다는 차원에서도 선순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여성관련 제도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던 것은 결국 제도가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을 높이는 원
인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 구조의 복합적 이중구조’, ‘노동제도 도입에
있어 여성의 이익이 정당히 대변되지 않는 정치구조’, ‘기업의 내부노동시
장에 있어 부실한 직무 인프라’를 지적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체계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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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육아
․
등으로 인하여 생애경력의 단절
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 노동력 고용에 대하여 사용자는 더 큰 불확실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 고용계약의 거래비용을 높이게 된다.
여성 고용계약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는 제도의 도입, 학습화 및 운용
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여성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배분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출산육아와
․
연관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급적

서면계약주의를 택하여 명료화하고 최소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규정
하여 노사간 합리적인 사적 자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part-time for child care)를 도입하여 여성근로자
는 정규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시간근로의 형태로 근무할 수 있
는 권리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
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단시간근로 등의 비정규고용 형태로 취업하
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법적 조항을 모호하게 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남발하게
되면 이러한 법은 사문화되거나 도리어 거래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산육아권의
․
인정과 연관된 선도적 판례를 일반에게 널리 홍보
하여 민간 주체들로 하여금 계약체결이 판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도 제도의 학습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운용 단계에서 공정한 근로관행이 정착되도록 끊임
없이 제도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여 수정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여성관련 법제도에서는 제도의 도입만 있었지 제도의 학습
화나 이행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요약하면 제도 도입-학습화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여성관련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단노동시장 구조와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팽배
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다양한 계약 대체와 탈법불법으로
․
인하여 그

효과가 반감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법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의 최소 기준을 단협 혹은 취업규칙상에 명문화
시키는 것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도 단체협약분석 자료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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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 종사 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규범의 선순환적 변화를 위해 여성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
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가 절대 필요하다.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모성보호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해서는 보호받는 자
와 비용을 무는 자의 계약 대체(contractual substitution)로 말미암아 당
초 의도한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모성보호비용을 사회적
으로 분담화시키지 못하고 사적 계약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비효율성의
형태로 지불하도록 한다면 국민후생의 감소 혹은 경제의 순손실을 야기
함은 주지되는 사실이다. 가급적 규제를 통하여 사적 계약에 개입하여 모
성보호비용을 소수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정신은 사회규범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키고, 이를 위한 선순환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성보호비용
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회 분담화는 이러한 사회규범의 변화를 통한 동태
적 경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 고용조치가 동태적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론적 논거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적극적 조치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채산성이 감소하는 등 미시적 생산성과 기
업 성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노동력의 그릇된 배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분이 큰 사업장일수록 기업 성과는 더 부정적
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적극적 고용조치로 말미암아 소수집단의 상대
적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소수집단의 인적자본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
는 인적자본 투자효과로 전술된 정태적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
고 보고한다. 결국 Welch의 모형에 의하면 노동력의 미스매치로 인한 비
효율성과 인적자본 투자효과로 인한 효율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효율
성의 순변동 방향이 결정된다.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기업이 정
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했는가에 달려
있으며, 후자는 소수집단이 인적자본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
가 얼마나 제공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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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극적 고용조치는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경
제 효율성 차원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조달
계약을 통해 적극적 조치를 관철시킬 경우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살펴보자. 이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수행하여 적극적 조
치에 순응해야 하는 기업으로 저숙련 타입 근로자가 이동함으로써 정부
계약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부문의 저숙련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증가하게
되고, 정부조달 계약수행 부문의 숙련근로자는 비수행 부문으로 이동하
여 이들의 임금은 감소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숙련근로자의 상대적 임금
은 감소하고 이들의 인적자본 투자욕구는 감소하게 되어 경제 전반적으
로 숙련도의 하향 수렴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부문의 일반
균형 모형을 고려할 경우, 부분균형 모형을 고려할 경우에 비해 인적자본
투자효과는 반감하게 된다. 적극적 조치는 사용자의 그릇된 편견을 교정
함으로써 비효율적 균형점에서 효율적인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하여 효율
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강제적인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적극적 조치에 준하는 인사정책을 취한다면 효율성은 제고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한된 기업들이 여성근로자에 우대정책을
취한다면 고생산성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저생산성 여성근로자들도 이
기업들로 집중화하여 기업의 성과를 감소시켜 기업의 이러한 정책은 지
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셋째, 여성근로자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적인 인사관
리가 필요하고 여성 인사관리에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될수록 여성고용의
동태적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다. 정보 비대칭성은 여성근로자의 계약비
용을 증가시켜 여성고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여성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전반적인 여성고용의 감소는 또다시 여성 인적자본 투자 정도를 감소시
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직무능력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사용자는 초기 편견으로 여성근로자를 고임금-고숙련직의 배치
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인적자본 투자 보상이 감소하여 여
성은 최적 인적자본 투자량이 감소하여 사용자의 편견은 시장에서 실질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적극적 조치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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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직 직원이 하급직 직원에게 코칭을 하고 숙련을 전수하는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OLG(over-lapping generation) 모형에서 하급직 직원과 동일
한 타입의 상급직 직원은 더 효율적인 코치 혹은 전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상급자는 여성 하급자의 고충을 남성 상급
자에 비해 더 잘 이해하고 생산성 제고방안을 더 효율적으로 코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로 말마암아 여성 직원이 상위직에 진출하면
서 이러한 학습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
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효과가 진가를 발휘하는 데는 상당 기
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여성이 상급직까지 진출하여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적극적 조치는 한시적으로 집행된다고 해도 여성의 인적자본
형성과 고용률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이행효과에서도 적극적 조치의 선순환적 효과는 선명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에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
에서 적극적 조치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적극적
조치 도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사관리를
변화해 갈 것이고 이는 다음과 같은 선순환적인 고리를 통하여 국가경쟁
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 인사관리는 다음과 같이 변
화해야만 한다. 첫째, 소수집단이 기업에 응모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
극적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스카우
트제도는 우수한 소수집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공채 스타일의 채용은 적극적 조치의 비효율성을 크게 할 수
있다. 둘째, 소수집단에 불리한 특징의 배점을 줄이고 그들의 생산적인
특징으로 발굴하여 다수집단과 다른 인사관리 배점방식을 마련한다. 적
극적 조치하에서 공식적인 고과 평가는 소수집단의 열등성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심리상태는 저생산성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우수 소수집단을 채
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사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수집단에게 다수집단에 비하여 보다 긴 견습기간을 제공하여 이
기간 동안에 직무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소수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 신호변수들이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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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긴 관찰 기간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를 정부조달계약을 통해 확산시키는 부분도 수동적인 평가
-지원에 의해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다 과도한 지원은 자제
되어야 하며 직접 지원보다는 포괄적인 지원이 적극적 조치 기업의 생존
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달계약을 통한 적극적 조치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도한 정부조달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
력을 감소시켜 적극적 조치의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다. 또한 단순히 납품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조치가 효과적
일 수 없으며 금융지원 및 납품자와의 거래지원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체
계가 구축되어야 적극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제Ⅱ부

제도의 적용과 법적 문제

제4장 선진국의 적극적 고용조치 사례 :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제5장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과 역차별의 문제

제4장 선진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례 :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89

제4장

선진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례 :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장지연부가청김향아이주희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한 사
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이다. 이 장에서는 이
들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미국의 적극적 조치
가. 배경 및 법적 근거
미국의 법체계에서는 모든 근로자와 잠재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에서
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별금지의 기준은 개별적인
입법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립되었는데 1963년에 Equal Pay Act로 성
에 의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1964년에 공민권법 제7장을
통하여 성인종피부색
․
․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1967년에는
ADEA를 통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가 입법화되었다. 그 이후에도
1970년대에는 장애와 퇴역군인, 임신 등에 차별금지까지 그 기준이 구체
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고용차별금지와 관련하여 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고용과 처우에 있어서 직접 차별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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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차별을 모두 금지한다는 것, 둘째, 개인이 특정한 제약조건(예를 들어,
장애나 육아)으로 인해 일할 능력과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조장치나
제도를 제공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내용, 셋째, 희롱(harassment)의 금
지, 넷째,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한 보복조치(retaliation) 금지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눈에 띄는 차별을 금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오랜 관행으로 인해 특
정한 집단은 현재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
에 발생하는 간접 차별도 시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법은 보다 적
극적인 조치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도입된 것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이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연방정부와 조달계
약을 체결하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 불법적인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영역을 분석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004년 현재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기업(federal contractors)
에 고용되어 있어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노동력 인구는 전체 노동자의
21% 정도에 해당한다.33)
적극적 조치의 법적인 근거는 Executive Order 11246에 있는데, 1965
년 제정 당시에는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조치만을 요구하였으나 1967
년 개정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추가하였으며 1973년과
1990년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장애인과 퇴역군인에 대한 조치까지 추
가되어있는 상태이다. 적극적 조치의 준수를 강제하는 기구는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의 근로기준국 내의 계약준수과(OFCCP :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이다.
나. 적극적 조치 강제의 절차
모든 연방조달계약자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지지만, 실제로
OFCCP가 그 모든 연방계약자의 적극적 조치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매년 연방계약자의 일부
33) OFCCP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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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여 준수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 때 대상 기업의 선정은 무
작위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소수집
단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업들을 선정하게 된다.
OFCCP가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적극적 조치를 강제하
는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은 다음과 같다.34)
1) 근거 자료 수집 : EEO-1 form 제출
공민권법 제7장에 근거하여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민간사
업주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EEOC)에 ‘EEO-1’ form을 제출할 의무를 지는데, EEO-1 form에는 성별,
인종민족별로
․
근로자 구성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서류에는 또한 50
인 이상 규모의 연방조달계약자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식별된 연방조달계약자의 자료는 노동부 계약조사과로 보내지고, 이 데
이터는 Equal Employment Data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분석
된다.
2) 준수심사(Compliance Review) 대상 선정 및 통보절차
Equal Employment Data System을 분석하되, 전국을 85개 지역으로
나누고 산업을 12개 범주로 나누어 각 하위 범주 안에서 상대적인 비교평
가를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는 사업체를 선정한다. 이 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하나는 평균활용도(average utiliszaiton value)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범주 집중도(concentration index)이다. 평균활용도는
EEO-1 form이 제시한 직종별로 각각 고용되어 있는 여성과 소수민족의
고용수준이 지역별산업별
․
범주 내에 있는 다른 사업체의 평균적인 고
용 수준의 80% 미만인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집중도는 여성 또는
소수민족이 많이 고용되어 있더라도 하위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심한 경우를 판별해 낸다.
이러한 판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체(establishments)를 단위로 이루어진
다. 한편, EEDS에서 근로자 4,0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2개 이상의 사
34) 이하의 내용은 OFCCP의 매뉴얼과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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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구성된 기업(corporations)에 대해서는 Corporate Management
Review(CRM) 대상을 따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 때는 앞서 기준으로 선
정된 요주의 사업체가 이 기업에 속한 전체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순으로 순위를 매겨 ‘CRM EEDS List’를 작성하고 별도의 준수심사에 들
어간다.
평균활용도와 집중도를 기준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심사 대상
에 포함된 사업체 이외에 EEOC와 OFCCP 지방사무소에 집단소송을 비
롯한 차별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업체와 이전에 약식 준수심사를 거부하
거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업체가 모두 준수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몇 가지 기준을 근거로 준수심사 대상에 선정되는
연방조달계약자는 1년에 약 6,500～7,000개 정도이다.
이렇게 준수심사 대상 사업체와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이를 OFCCP의
지역사무소별로 배정한다. 각 지역사무소는 배정된 준수심사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로 순서를 결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scheduling letter’를 발
송한다. ‘scheduling letter’를 통보받은 사업체는 30일 이내에 Affirmative
Action Program(AAP)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출서류 : AAP와 관련 자료
Affirmative Action Program(AAP)은 정형화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
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① 사업체와 기업의 기본적 특성과 현황
②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등고용의 의무 및 목표
③ 사업체 내의 직종별 고용 현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
④ 직급 및 직종별로 가용한 인력의 풀에 대한 분석(availability
analysis)
⑤ 현재의 직급별 분포가 가용한 인력구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
⑥ 한 해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치
⑦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 영역 찾기
⑧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계획(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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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ed program)
이때 목표치는 여성과 소수민족이 적게 고용된 직종에 대하여 각각 목
표치를 제시하여야 하고, 한 해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퍼센티지
로 제시하여야 한다.35) 또한 이 목표치는 최소한 AAP에 제시한 가용인
력(availability)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치 제시는
기계적인 대표성 획득이나 역차별, 능력주의의 침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
니라 개별 기업이 자신의 여건과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을
스스로 찾아내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AAP와 함께 자신들이 작성한 AAP의 진실성과 노력을 입증하
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준수심사의 중요한 일부는 개별
기업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했는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관련 기
록을 잘 보관하고 이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하여 OFCCP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기업은 그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
가) 서류심사(Desk Audit)
준수심사 대상 기업이 AAP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기업이 제
출하면 OFCCP 지방사무소의 준수심사관(Compliance Officer)이 이를 검
토한다. 제출한 AAP가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되며 관련 자료가 충실
하게 제시된 경우, 이 단계에서 심사가 종결된다. 전체 심사 대상 기업의
60～70%는 서류심사만으로 준수심사가 종결된다. 단, 처음에 기업이 제
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35) ‘**년에서 **년 기간 동안 매년 **직에 여성을 *** 명 고용하겠음’의 형태로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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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문조사(On-site investigation)
서류심사 결과 적극적 조치의 시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수
심사관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심사하게 된다. 방문조사는 해당 기업 내
에 심사단이 며칠 내지 수 주간 머물면서 임직원에 대한 면담과 추가자료
요청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방문조사의 절차>
1. Entrance Conference : Compliance Officer의 취지설명, 사업체 대표 또는
대변인의 브리핑 등
2. Establishment Inspection : 회사 내를 둘러보는 절차
3. Information Collection
- Preliminary Interviews
- Document Review
- Interviews: 직원 및 임원
4. Exit Conference

<요구자료>
1. 제출한 AAP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주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2. 인사기록 : 특히 자주 요구하는 자료는 산전후휴가 기록, 장애근로자에게 제
공한 보조장치에 대한 기록 등
3. 차별로 인한 고소고발에
․
관련된 서류
4. 연방정부와의 계약관련 서류
5. 기타 기업의 노력을 증명할 기록: 내부승진 관련 자료, 교육훈련을 지원한
증거자료 등

다) 판정 결과 통보 및 조정절차(Off-site Investigation)
추가적인 해명이 요구되는 경우, Predetermination Notice가 발부되는 수
가 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준수심사의 1차 결과 통보는 준
수검사의 종결을 알리는 Notice of Review Completion이나 Notice of
Violation으로 나뉜다.36) 준수심사 종결통보(Notice of Review Completion)
36) 수정된 AAP를 제출하거나 심사기간 중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 경우,
OFCCP가 제기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준수심사’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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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그 자체로 아무 문제 없는 종결통보일 수도 있고 사소한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종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Notice of Review Completion with Minor Violations이라고 한다.
이보다 심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Notice of Violation이 발부되
고 심사가 종결되지 않는다. 적극적 조치 위반이란, 제출한 AAP가 수용
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나, 신뢰할 만한 노력(good faith efforts)을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개인집단의
․
차별신고가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

을 때, 그리고 Predetermination Notice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거
나 이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에 이런 통지가 발부된다. 통지의 내
용은 위반의 내용, 법적 근거, 개선 요구사항, 차별이 지속되는 경우에 대
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응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적극적 조치 위반을 통보받은 기업은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OFCCP
사무소에서 Conciliation Conference에 들어가게 된다.
AA 위반기업과 OFCCP간에 Conciliation Agreement에 합의하게 되면,
그 내용 중에는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해결방안과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적시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6개월 이내
에 추가적인 보고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준수심사관은 이 보고를 수용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준수심사관이 새로운 보고도 수
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Follow-up Review에 들어간다. 이
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연방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Show Cause Notice’가 통보되어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는지 해명해야 한다. 이후의 절차는 법률적 청문회와 재판의 절차에 들어
가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조달계약의 취소(해지), 일정 기간 계약체결 금
지, 벌금, 피해보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절
차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 Corporate Management Compliance Evaluation
OFCCP가 중위 또는 고위 관리직에서의 승진을 막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
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연방계약자의 본사(headquarter)
조사를 포함하는 ‘Corporate Management Compliance Evaluation’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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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의 구성요소>
executive recruitment practice : 여성 승진대상자를 찾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
executive placement patterns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s : 내부승진과 이동과정, training, mentoring
executive performance management or appraisal systems : 평가시스템
executive compensation plans
executive ‘ownership' of equal opportunity principals at senior level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는 유리 천정이나 유리 벽의 존재 여부에 초
점이 두어지는데, 이 과정 자체도 다시 Desk Audit, On-site Investigation,
Off-site Investigation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캐나다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캐나다의 고용균등법
가. 법적 근거 : 고용균등법(Employment Equity Act)
1981년에서 1996년까지의 캐나다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하면 캐나
다 인구와 노동력은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여성 비율이 1981년
42.1%, 1986년 44.0%, 1991년 45.9%, 1996년 46.4%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에 73.5%로 OECD 회원국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여성인력의 적극
적인 활용과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다. 미국과 호주에 적극적 조치가 있다면,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과소
대표되어 온 소수집단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등한 고용기회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평등프로그램(Employment Equity Program)이 있다.
캐나다의 고용평등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법적 기반이 되는 법제로는
1977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과 1986년에 제정된 고용균
등법(Employment Equity Act)이 있다. 먼저 캐나다 인권법부터 살펴보
면 고용, 재화용역상업
․
․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인종, 출신국

가,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혼인 및 가족상의 지위, 장애, 성
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은 모든 개인에 있어 성별 등에 근거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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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한다. 그리고 캐나다 인권법에 의해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설립되어 고
용평등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인권법은 성별, 장애, 소수민족 등의 이유로 고용상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의미에서 확대되어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
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983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시행권고
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에 직면한
‘소수자(minority)’의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
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1984년에 Judge Rosalie

Abella가 ｢고용에서의 평등(Equality in Employment)｣이라는 제목의 보고
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4개의 정책 집단에게 뚜렷한 장애요인
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잠재적인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action)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용균등
(Employment Equ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 보고
서에 의거하여 고용균등법은 1986년 10월 13일에 공표되었고 1995년 개
정되었으며, 적극적 조치의 법적인 근거는 고용균등법(Employment
Equity Act)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근
로자가 능력과 관계없는 이유로 고용의 기회나 고용에 있어서 이익이 박
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 원주민, 장애인, 인종피부색에
․
의해 소

수자가 된 4개 그룹을 특별히 정하여 그러한 자가 경험하는 고용상의 차
별과 불이익을 제거하고자 그들이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
례하여 고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서 추구하는 고용균등(Employment
Equity)은 “근로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특별대책이나 근로자가 가
진 차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고용균등법(Employment Equity Act)의 목적은 능력과 자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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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직 고용 기회에 있어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직장에서의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4개의 정책집단에 의해
과거부터 누적된 불이익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4개의 정책집단에는
여성(women), 원주민(indians, inuit or metis), 장애인(people who, because
of any persistent physical, mental, psychiatric, sensory or learning
impairment), 소수민족(non-Coucasian in race or non-white in colour)
이 해당된다.
고용균등법에서 언급되는 ‘Employment Equity(고용균등, 고용평등)’ 란

용어는 캐나다에서만 유일하게 통용되는 용어로서 미국호주의
․
Affirmative
Action과 프랑스영국
․
등의 유럽권 국가의 Positive Action과 구분된다.

즉, Employment Equity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 이상
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차이의 조정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
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캐나다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equity’를 강조하게
된 계기는 이 말이 1984년 Judge Rosalie Abella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
하게 되면서부터였는데 이 보고서는 ‘고용에서의 평등’의 주제를 다룬 것
으로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제정된 고용평등법과 고용평등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Judge Rosalie Abella는 고용에서의
‘equality’는 타고난 능력과 관련 없는 이유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1982년 당시 헌법에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아 온 사람들을 우대하여 불이익의 정도를 줄이는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헌법에 근거하여 캐나다에서는 단
순한 기회의 평등(equality)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의미
에서 형평(equity)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캐나다에서는
Affirmative Action 대신 ‘Employment Equity’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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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평등정책 : Employment Equity Program
1) 개념
캐나다의 고용평등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는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
(HRSDC)와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로 이원화되어 있다. 다만 인권위
원회는 준수 검사와 같은 감독 기능을 맡고 있고 대부분의 고용평등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의 주업무를 맡고 있는 기구는 캐나다에서 노동부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부(HRSDC)이며, 고용균등법(Equal Employment
Act)하에서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프로그램을 기업들에
게 적용시키고 있다.
캐나다에는 기업의 고용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가
있다. 즉, 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Legislated Employment Equity Program :
LEEP)과 연방계약준수제(FCP : Federal Contractors Program)가 있는
데, 이 두 가지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4개의 정책집단(여성, 원주민, 장애
인, 소수집단)에 속하는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공통
의 목적을 지향한다.
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LEEP)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정 고용평등프로그램(LEEP)은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은행운송방송방송국전화산업
․
․
․
․

등과

같이

연방정부가

규제

권한

을 갖는 산업의 사업주와 연방국영기업(Crown Corporation)을 적용 대상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차별적 고용관행의 조사와 제거
② 특정집단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사용자가 채용 또는
승진을 합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대상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특정집단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하는 적극적인 정책 실시
③ 매년 고용평등프로그램 실시계획
④ 고용평등프로그램에 관한 현황과 실적을 수록한 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⑤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부과
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LEEP)의 적용 대상기업은 매년 캐나다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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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부(HRSDC)에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
주들은 고용승진퇴직뿐
․
․
아니라 직업분류, 임금에 따라 매년 4개의 정
책집단의 대표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그리고 연차보고
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보고서 제출 후 2년 동안 고용주에 의해
계속 보관하게 되고 연차보고서는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공개된다.
공공부문 고용주들은 1996년에 시작된 Treasury Board of Canada(재무
성)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Jain, 1997). 1995년 고용평등
법 개정에 따라 고용주들은 매년 연차보고서에 고용평등을 실행하는 데
이용된 방법과 가시적인 성과와 고용평등 실행과 관련한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상담자문을
․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고용주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게 되는 4가지 요소
를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Jain, 1997).
① 각 직업별 카테고리에서 각각의 정책집단의 과소대표 정도
② 4개 정책집단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이용가능성
③ 수치화된 목표기간 동안 고용주의 노동력의 예상되는 성장 또는 감소
④ 수치화된 목표가 적용되는 측면에서 예상되는 이직률
고용현황보고서는 인적자원개발부(HRSDC)에서 받지만 준수검사는 인
권법하의 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에 의하면 매
년 6월 1일까지 고용평등보고서를 노동부 인적자원개발부에 제출하고 노
동부 장관은 사본을 인권위원회(CHRC)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고
용현황과 고용평등을 위해 사업주가 취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평등 준수조사관을 통해 5년 주기로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
위원회가 실행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LEEP)이 적용
되는 기업은 강제적인 고용현황보고(reporting)가 요구되며 2003년에는
460개 기업, 62만 명의 종업원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고되었다.
또한 캐나다 연방정부는 1986년부터 연방계약자(federal contractors)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왔다. 연방계약자 프로그램(FCP)이라 불리는 이 프
로그램은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20만 달러
이상의 정부기관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중규모의
․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고용주들에게 적용된다.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RSD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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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LEEP와 FCP의 비교
제도

LEEP

FCP

임시직,
노조협의

임시직 포함, 노조협의 요 임시직 포함 안함. 노조협의 요구
구
없음

고용현황보고

고용현황보고 의무

준수심사

인권위원회의 규제를 받
인적자원개발부의 준수심사
음

모든 기업에게 보고 요구하지 않
음

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LEEP)뿐만 아니라 1986년에 시작된 연방계약프
로그램(FCP)을 관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한편, FCP를 시행한 경우
LEEP와 중복이 되므로 LEEP를 달성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설명한
LEEP, FCP의 내용은 <표 4-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적극적 조치의 준수를 강제하는 과정
가) 근거자료 수집
“Labour standard and workplace equity form”라고 명명된 형식을 제
출해야 하는데 Equal Employment Act에 근거하여 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인 민간기업은 매년 6월 말일까지 고용평등보고서를 작성해서 인적
자원개발부(HRSDC)에 제출해야 하고,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기업의 업종, 소재지, 전체 근로자수, 정책대상 집단의 근로자수
② 직종 집단별 개별근로자, 각 직종 집단에 속하는 정책대상 집단의
근로자 대표성 정도
③ 근로자 임금, 각 임금범주별 정책대상 집단의 근로자 대표성 정도
④ 채용, 승진, 고용계약 종료한 근로자수, 그 중 정책대상 집단의 근로
자 대표성 정도
⑤ 보고대상 기간 동안에 고용평등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한 조치
와 그 결과, 고용평등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자문
또한 고용평등 상황을 보고할 때 이용해야 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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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AB 1112 Schedule Ⅵ-Employment Equity : Employer Identificatio
② LAB 1096 Permanent Full-time Employees Terminated
③ LAB 1099 Permanent Full-time Employees Promoted
④ LAB 1102 Permanent Full-time Employees Hired
⑤ LAB 1105 Salary Summary: Permanent Full-time Employees
⑥ LAB 1111 Occupational Groups: Permanent Full-time Employees
나) 준수심사(compliance review) 대상 선정 및 통보절차
LEEP(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FCP(계약준수제도)는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에서 심사를 담당한다. 인
권위원회는 연방고용평등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LEEP)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인적자원개발부
(HRSDC))에 제출한 모든 보고서를 수집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할 수 있
는 권한을 갖는다.
<고용평등 준수에 대한 감사 과정>
① 공지 → 계획 → 조사 → 검증 → 보고서 작성 → 후속작업단계(6단계)
② 5년 주기로 준수감사 실시
③ 준수감사대상 민간, 공공기업 명단 : 인적자원개발부에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기업 명단과 동일

④ 기업체 선택은 규모산업지역에
․
․
따라 대표 표본을 확보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임의추출
다. 인권위원회의 역할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고용평등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LEEP하에서 인적자원개발부(HRSDC)에 제출되는
모든 고용평등보고서를 받는다. 그리고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인권법(Human Rights Act)하에 설치된 인권위원회

(CHRC)는 고용평등법하에 받게 된 보고서에 대한 개인집단의
․
고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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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조사한다. 심사와 문제 발생시 조사감독관은 연방정부의 연차보고
서에 기초하여 평가하게 된다.
고용균등법의 역할은 법에 규정된 사용주의 의무 중에서 고용차별금
지, 사용주의 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실행, 고용평등 실행을 위해
서 사용주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업주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자
문 실시, 고용평등과 관련된 기록보관 실행과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인권위원회는 현장감독(on-site audits)를 실시하기 위해 고용평등준
수조사관(employment equity compliance reviewer)를 두고 있다. 보통 준
수조사는 공지, 계획, 조사, 검증, 보고서 작성, 후속작업 등 6개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5년 주기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준수감사를 실시하고
인권위원회(HRSDC)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위반시 제제 및 인센티브
1) 벌금 부과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벌금(monetary penalty)을 지불해야 한다.
① 고용평등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② 요구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기업
③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회 위반의 경우 10,000달러, 반복적인 위반을 범하는 기업은 50,000달
러의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연방계약자의 경우는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제
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불이행했을 경우 정부와 관련된 사업할 기회를 박
탈하고 인적자원개발부의 ‘계약준수프로그램 무자격 사업체 리스트’에 등
재되게 된다.
2) 인센티브
인적자원개발부의 노동기준 및 작업장 평등부서(Labour Standards
and Workplace Equity Division)는 고용평등프로그램 실행현황, 4개의
목표 집단에 대한 고용현황, 기업의 고용평등 개선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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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를 매년 만들고 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매년 우수비전상
(vision award)과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우수비전상은 사업장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평등과 공정함을 실행한 기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고, 수상 기업으로는 Anderson Consulting, University of
Windsor, Husky Oil Operation, IBM Canada, Pelmorex Inc., Bank of
Montreal 등이 있다. 한편 공로패(certificate of merit)는 여성과 같은 지
정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한 기업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서 기업 규모(대중소기업
․ ․
)별로 표창 및

인증서가 부여되는데 지금까지 공로패를 수상한 기업은 Air Canada,
Rogers Cantel Inc., Shell Canada Limite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aimler Chrysler Canada Inc. 등이 있다.
마. 캐나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의 함의
캐나다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OECD 통계기준)은 고용균등법이
제정된 1986년에는 63.8%였지만 2004년에는 73.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1967년 46.4%, 2004년 69.2%)과 호주(1986년 56.7%,
2004년 66.3%) 등 적극적 조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실행되고 있는 국
가들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용균등법하에서 기
업들에게 고용평등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
는 대목이다.
캐나다의 고용평등을 위한 접근방법은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주들로 하여금 고용평등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개별 사
업장들이 고용평등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준수 목표와 수행 과
정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측
면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시행 형태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1986년 고용균등법이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4개의 정책집단의 비율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감사(audit)’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단순
하게 법을 통해 의무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조건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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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준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부와 기업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을 통해 현실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3. 호주의 적극적 조치
가. 호주의 적극적 조치제도 도입 과정 및 특징
1) 근거 법안 및 주무관리기관
호주에서 처음으로 적극적 조치가 도입된 것은 1986년「적극적 조치법
(Affirmative Action Act)」이 제정되면서였다. 약 8년간의 통계적 기준 마
련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는 1999년에 개정된「사업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용평등기회법(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ct)」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 제
도의 실행을 위한 주무기관은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gency(EOWWA)로 적극적 조치의 정책개발과 적용대상 기
관들에게 자문하는 일, 고용통계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제출한 보고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교육훈련과 세미나 제공, 프로그램 모
니터링과 평가, 제도 연구자들을 위한 출판물 소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조치제도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노동부 OFCCP와 EEAC의 역할을 정부의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
로 제공하도록 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2) 도입 배경

호주는 1975년부터 끊임없이 인종성장애인에
․ ․
대한 차별뿐만이 아

닌 연령종교동성애정치적
․
․
․
견해 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한 다양
한 논의를 해왔고, 그에 따른 법안들이 꾸준히 만들어졌다. 특히 1980년

대 들어와 노동시장에서 국가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고용차별에
서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경제적인 글로벌화, 기술의 급변화, 일의 구조
적 변화 등이 복합된 형태로 빠르게 변동하면서 호주는 전통적인 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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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시스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체의 구조
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보다 효과적으로 미래에 대응할 지금과는 단절적
인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고, 여성인력 활용이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다. 또한 차별로 인하여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자
리 진출이 어려워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
이라는 데 합의를 보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사회 발전에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적극적 조치’라는 이름에서 ‘고용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바꾸
어 제도를 발전시켰다.
나. 호주의 적극적 조치제도와 ‘고용기회평등 프로그램’
1999년 개정된 고용평등기회법(EOWWA)에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들
은 조직의 경영에 고용평등을 적용시키기 위해 6단계로 세분화된 ‘여성을
위한 고용기회평등프로그램(The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Program)’을 만들었다.
1) 적용 범위
1987년 초기에는 1,0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약 300여 개의 사업체가 적
극적 조치제도를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 3년 후 1990
년 100인 이상 499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고용현황에 대한 정부 보고를 제
출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1994년에 사립학교와 Community
Organization, Group Training Organization도 포함되고, 1997년 전문대
이상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되면서 약 2,700여 개의 사업장이 보고
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2) 목적
이 프로그램의 핵심 사항은 고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곱 가지의
문제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있으며, 이의 핵심차별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절차, 이력서 스크린 과정
② 승진, 이동,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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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훈련
④ work organization
⑤ 작업환경
⑥ 성희롱 등과 관련된 일 처리
⑦ 모성관련(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일에 대한 지원체계
3) 6단계 고용기회평등프로그램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EOWWA의 웹사이트에 올린다. 단, 교육기관의 경우 학사
년도에 맞추고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5월 중순까지
EOWWA에 들어온 보고서 중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준 미달인 보고서로
판단되면 28일간의 기간 연장을 주어 충실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최후
통첩 이후 두 달의 재작성 기간을 연장해 준다. 그 후 제출하지 않은 사업
장부터 성실하게 보고하고 고용평등 현황이 아주 좋은 수준까지 5개의
그룹으로 나누며, 최우수 그룹에 속한 사업장은 최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그 기간 동안 보고서 작성을 면제한다. 또한 9개의 분야로 나누어 1
등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여 사업장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릴
기회를 준다. 반대로 고용기회평등에 매우 열악한 그룹에 속하는 사업장
은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대상사업장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따른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2,700여 개의 보고 대
상사업장 중 약 10여 개의 사업장이 매년 열악한 그룹에 속하여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
<1단계 : 사업장의 파일 준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웹상에 링크되어 있는 ‘Workplace Analysis Tool Kit’
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부의 작업장의 특성과 여성의 비율을 포함한 내용을
올리는 것이다.
<주요 설문 내용은>
- 사업장에서 몇 명의 남성과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가?
- 남성과 여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추가된다.
- 고용형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떠한가? 예를 들면, 전일제, 파
트타임제, casual work, permanent, regular, ongoing, temporary(임시직),
contractor(계약직)의 남녀 비율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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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의 결과: Workplace Profile>
- 이 단계 마지막에서 최종 산물은 결국 당신의 사업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전체적인 구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자료들
을 첨부해서 workplace file을 보충할 수 있다.
<2단계 : 7가지 고용 문제에 대한 여성의 상황 분석>
이 단계의 핵심은 고용 문제(제시한 7가지 문제)를 어떠한 과정으로 풀어가
고 있는지에 진행 과정에 대한 분석 단계이다.
- 조사 수준은 사업장의 특수한 작업환경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예를 들면,
사업장이 규모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채용데이터 분석보다는 누구
를 해고시키는지에 대한 과정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 문제가 되는 이슈를 알기 위한 질문으로 시작
- 이곳에서 여성들이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 더 많은 여성들이 그 일을 완수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그 문제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 질문 ;
- 그 사업장에서 여성이 임무수행을 잘 하는 부분과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그렇다면 남성들보다 그 임무를 잘 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못 하는
경우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더 많은 여성들이 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여성채용과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바뀌어야 할 다른 것들이 있
는가?
제시한 7가지 고용 문제 외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 및 모든 실무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
을 적을 수 있다.
◇ 컨설팅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확인해 주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준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법률해석 및 법적 자문을 도와준다.
<step 2에서 상세히 다루어지는 문제들>
* 7가지 고용 문제와 관련된 분석방법 설명(자세히)
* 컨설팅 3단계(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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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각 사업장의 최우선 이슈 발표>
Step 2를 통해서 사업체의 고용 문제를 명시하였다. 이 문제는 사업체에 따
라서는 보고하는 한 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수년간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Step 3에서는 각 사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
는 현실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수행하면서 마지막에 발견되
는 고용 문제가 중요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작은 이슈들일
수 있다. 보고하는 사업체의 최우선 과제를 정하는 것은 각 사업체가 여러 가
지 비용이나 조직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풀어나갈 문제를 스스로 정해야 한
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슈들은 사업체의 조직이나 업종에 따라 다양하다.
Step 3를 마치면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신의 사업체에서 최우선시되는 고용 문제는 무엇인가?
- 왜 이 문제를 이슈로 선택했는가?
이 두 가지가 파악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4단계 : 최우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만들기>
Step 3에서 제시했던 최우선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예제 1>
당신 사업체의 최우선 과제가 출산휴가 후 다시 복직하는 여성 비율이 낮
았다. 당신의 사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매니저와 근로자 사이에 직업과 아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편안한 대
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Stay-in touch program을 가동시키기
- 출산휴가로부터 돌아온 여성 직원에 대한 유연적 노동시간 제공
- 매니저와 근로자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
- 보모의 공급(childcare assistance available through dependant care helpline)
- ‘Expressing’ room available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거나, 이슈 분석에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또
는 이행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일곱 가지 고용 문제
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Step 4의 결과물은 최우선 고용 문제에 대해 해당 사업체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하는 것이다.
리포트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던 문제를 설명하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이행
조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리포트에 동일한 이행조치를 기술할 때는 연도별
연속적인 계획을 써 놓아도 좋다.
- 여성의 기회균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적합한 장기 전략을 세우기
- 교육캠페인 벌이기(예: EEO 훈련, 전수)
* 7가지 Employment Matter Solutions
* Pay Equity Tool
* Women in manage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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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평가>
평가 섹션 요구가 기밀을 요할 시는 공개되지 않는다. 리포트에 ‘기밀평가
(Confidential Evaluation)’라고 표시
-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 조치가 잘 작동하였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웠는가?

<평가를 반영하는 자료 유형>
- 양적통계적
․
혹은 숫자로 나타나는 데이터(예 : 근로자 설문조사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또는 마지막 리포팅 후에 갱신된 workplace profile형태
자료
- 질적 자료(예 : focus group data, 근로자 설문조사에서 주관식 서술)
- 일화, 기술 또는 서술 코멘트(대게는 양적질적
․
데이터 혼합형)
5단계를 마치면, 당신의 사업체의 조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성공적인
시도를 위한 격려도 함께 부여된다. 제출한 리포트가 공개적 리포트 또는 비
공개적 리포트이건 상관없이 평가를 받게 되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경우, 왜 그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했는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서술할 수 있다.
<6단계 : 다음해 보고를 위한 목표 설정>
5단계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기준으로 올해 성과를 거둔 것을 확인하고, 다
음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정하며, 다음 리포팅 기간에 가장 좋은
이행방법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4) 호주의 적극적 조치가 가지는 함의
호주는 미국과 달리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약
2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
히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적용 범위를 늘려가면서
제도가 실제적으로 영향력 있게 작동하도록 정교화하였다. 그러므로 현
재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호주의 발전된 적극적
조치 시스템뿐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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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일랜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가. 시행기관 : 평등위원회와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
아일랜드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하는 기관은 차별시정기구
중의 하나인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37)이다. 평등위원회는 1998
년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고용평등의 촉진과 고용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행정적 차원에서 법의 운
영에 관여하고 입법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고용평등법은 인종, 종교, 장
애, 성적지향, 성, 혼인상의 지위, 연령, 가족형태, 유랑커뮤니티 소속 여
부 등 9가지 차별사유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평등위원회는

법무평등법개혁부
․
․
장관(Minister for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이 임명하는 4년 임기의 12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구성원

중 남녀는 각각 최소 5인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 공익위원들이 참여한다. 평등위원회의 공
식 직원은 53명으로 위원장 밑에 보도부, 개발부, 행정부, 법무부, 연구부
등 총 5개 부서가 있다(박선영 외, 2004: 101).
평등위원회는 고용상의 차별과 관련하여 ① 차별의 제거, ② 평등한 기
회의 제고, ③ 그리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평등관련 법안의 수정이
필요할시 이를 해당 부서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의 고용평
등법은 평등위원회가 자발적, 혹은 제안(invitation)에 의해서 5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고용평등 실태조사와 실천계획(Equality Reviews and
Action Plans : ERAP)을 착수하고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적극
적 고용개선조치의 일환으로 고용평등실태 검토보고서 및 실행계획을 실

37) 아일랜드의 차별시정기구는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와 평등심사국/평등
법원(Office of the Director of Equality Investigations/Equality Tribunal)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평등심사국은 평등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고용평등법에 근거하
여 1999년 10월 차별시정기구의 하나로 설립되었고, 법무평등법개혁부
․
․
장관
의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다. 평등심사국은 아일랜드 법이 금지하고 있는 9가지
차별사유에 따른 고용 및 재화와 서비스에의 접근과 관련된 차별로 인한 고발 사
안을 조정하거나 판결하는 독립적인 법률기관이다(박선영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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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는 것은 평등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계획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ERAP의 실행을 위해 평등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
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평등위원회가 고용평등을 위한 실행계획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실행을 촉구하는 경고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받은 개인은 28일 내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의를
염두에 두고 평등위원회는 특정한 실행을 명령할 수 있다. 실행명령을 받
은 경우, 그 개인은 42일 내에 노동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만일 실행계획
의 이행에 실패하였다면 평등위원회는 그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 강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평등 실태보고서 및 실행계획은 한
사업체뿐 아니라 특정 산업내 전 사업체를 망라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일랜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있어 특이점은 시행기관인 평등위
원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을 맺은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ICTU, 2002). 아일
랜드의 2000～2006년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00～
06)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 for Women) 실시에 500
만 아일랜드 파운드의 예산을 할당하여 성별 보강(gender proofing) 인사
정책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평등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ERAP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특히 의회, 아일랜드기업총협회(IBEC), 법무부 평등법개
혁부서, 재무부, 의료서비스 사용자기고나, 지방정부 경영서비스위원회,
평등다양성네트워크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업 차원의 고용평등기회보
장기획위원회(The Framework Committee for Equal Opportunities at
the Level of Enterprises)는 평등위원회가 만든 대표적인 사회적 파트너
와의 협력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번영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
의 프로그램(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협약에 의해 구성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진전(Sustaining Progress)’협약하에서도 국가 예
산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Equality Authority, 2004).
이 기획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중
소기업에 고용평등기회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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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의 결과 중소기업은 고용평등정책들을 개발, 실행하거나 혹
은 기획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고용평등과 다양성 훈련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을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이 속한 산업은 건설, 재정서비스, 소매서비스, 호텔, 제조업, NGOs 등으
로 매우 다양하다. 2004년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83개에 이른다. 둘째,
사용자 네트워크와 노동조합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평등의 수범 사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기획위원회는 다양한 프
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 셋째, 실용적인
자료를 디자인, 개발, 그리고 전파시키는 작업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내 평등고용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mployment
Equality Policies in Enterprises)’, ‘기업내 평등과 다양성훈련을 위한 가
이드라인(Guidelines on Equality and Diversity Training in Enterprises)’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획위원회는 또한 기업체의 자발적인 고용평등 실
태보고서 및 실행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자금으로 아홉 가지 차별사유를 가로지르는 평등 확보에 그들 기
업의 정책관행절차
․
․
및 문화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그에 기반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구
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는 지금까지 더블린 시립
대학과 더블린 항구 두 기관에 고용평등 실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Equality Authority, 2004).
나. 아일랜드 고용평등실태조사(Equality Review)의 내용 및 이행절
차38)
1) 고용평등실태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

고용평등실태조사의 목표는 작업장 내의 정책관행절차
․
․
그리고 문

38) 이 장은 2005년 8월 24～30일간 아일랜드 평등위원회를 방문하여 실시한 담당자
면담과 그 과정에서 수집한 내부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고용평등 담당관이
었던 Brian Merriman, 그리고 고용평등실태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Tony
Galvin, Vincent Edwards 등이 주요 정보 제공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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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그 자체는 물론 그러한 작업장 운영의 여러 차원들이 고용평등의 성과
와 평등 및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조직적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바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에 근거해 작성
되는 고용평등 실천계획은 평등의 가치가 잘 구현된 작업장 내 조직 문화
를 확립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실천계획의 수립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① 다양한 노동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운영과 사용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모든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②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서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준다.
③ 고용평등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사용자들은 평등위원회와 평등감사
관(equality auditor)의 전문성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
는다.
고용평등실태조사는 작업장 내에서 성별, 결혼 여부, 가족사항, 출신국
가,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종교 또는 유랑공동체(traveller community) 소
속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영
역을 조사하고 강조한다. 즉, 고용평등실태조사는 작업장 내 다양성의 수
준을 조사하고 그 이상으로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을 증진 혹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천계획은 다양성을 조정하고 평등을 실현시키
는 데 필요한 목표와 단계들을 제시한다.
2) 고용평등실태조사의 절차 및 접근방식
고용평등실태조사는 평등위원회의 주관하에 기업과 노동조합이 공동
으로 실시하는데, 현재는 평등위원회가 공고를 낸 후 자발적으로 신청하
는 기업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물론 법에 의해 강제적인 실태조사의
실시도 가능하나 아직 시행된 적은 없다.
고용평등실태조사는 평등위원회, 사용자, 그리고 노조의 파트너십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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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실시된다. 이들이 모두 포함된 고용평등운영위원회(Equality
Steering Committee)에는 인사담당(HR) 관리진, 노동조합, 그리고 자료
수집, 조사, 포커스 그룹회의 등 어떤 조사방법도 적용시킬 수 있는 숙련
된 컨설턴트가 포함된다. 통상 실태조사 기간인 6개월간 컨설턴트를 고용
하는 비용은 평등위원회가 지불한다. 한 기업의 조사에 드는 비용은 약
60,000유로인데, 2005～06년 회계연도의 기금은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
여러 기업이 신청을 한 후 평등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선
정한다. 컨설턴트는 평등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5～6명의 후보군을 노
사가 공동으로 면접한 후, 합의하에 1명을 선택하여 실태조사 과정에 참
여시킨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차
별이 드러나면 고용평등운영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다. 그 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약 12～18개월 가량 해야 할 일들을 정
리한―실행계획이 마련된다.
고용평등실태조사 및 실행계획(ERAP)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칙은 다
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몰입과 헌신 : 전 직원의 협력을 얻어 ERAP를 실시하고자 하는 고
위관리직의 명백하고 분명한 지지
② 통합적 접근 : 고용평등의 평가 및 확산에는 1998년 고용평등법에
의해 정의된 차별의 아홉 가지 사유를 모두 포함할 것
③ 사려 깊은 지원 : 작업장 내에서의 평등을 평가, 확산,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행은 매우 조심스럽게 지원되어야 함.
④ 협력을 통한 성과 : 작업장에서의 고용평등 아젠다에 대한 지원은
전 직원의 협력과 지원, 참여하에 또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의 긴밀
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실시되어야 함.
3) 고용평등실태조사의 내용
고용평등실태조사에서 중점을 두는 네 가지 핵심 영역과 구성 요소들
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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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고용평등실태조사 핵심 영역과 구성 요소
핵심 영역

구성 요소

1. 고용에의 접근

지원 및 선발 과정, 직업 내용 및 직무 요건, 채용
절차

2. 근무조건

직무훈련 및 개발, 승진 절차, 직무 평가 및 임금
구조, 단체협약, 고충처리 절차, 의사소통 구조, 전
통적비전통적
․
작업, 단시간근로, 물리적 환경, 사
회적 에토스/연결망

평등한 기회를 위한 정책과 절차, 평등한 기회를
위한 자원배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과정, 평등
3. 평등다양성
․
경영관리 구조
한 기회 확보를 위한 기업의 헌신과 관련된 조치
들, 문화적 변화의 영향력, 일과 생활의 조화
4. 자료 수집

기록 보관, 자료 수집과 대조 확인에 대한 책임자
료의 활용, 보안체계, 기밀에 대한 조치들

<표 4-3> 고용평등실태조사 항목의 검토 기준
검토 항목

검토 기준
<진입/채용>

직무기술서, 직무내용 필요한 요소들, 다른 요소들과의 관련성
직무명세서, 직무요건 필요한 요건들, 다른 부차적인 요건들과의 관련성
채용 광고

광고 방식, 광고 통로, 비주류(소규모) 매체 통로를 대상
으로 하는지의 여부

지원

지원가능성, 제기되는 질문, 질문들간의 관련성, 비밀성

선발 기준

확인된 기준, 요건들, 관련성, 투명성, 가중치 부여 체계

면접 훈련

적용가능성, 평등감수성, 규칙성

면접 위원의 구성

균형성, 대표성, 면접단의 선발방법

면접 절차

스크립트, 노트필기, 질문의 제기, 가중치, 평가 기제, 메모
와 기록의 보관, 지원자에 대한 반응

항의 절차

투명성, 인지도, 신뢰성
<Working Conditions 작업조건>

신입사원 훈련

시기, 내용, 이행, 평등 - 감수성

직무훈련 및 개발

적용가능성, 접근성의 범위, 시기, 자격에 대한 기준, 평등
- 감수성, 목표의 명확화

승진기준

자격에 대한 기준, 적극적 조치의 명확한 목표화, 정보에
대한 접근, 승진을 위한 절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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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 계속
검토 항목
평가체계/급여체계
단체협약
고충처리 절차
정리해고 절차
의사소통의 체계
'전통적인' 작업
물리적 환경
의사결정의 배분

검토 기준
차별화된 임금수준, 급여체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임금
척도
협의 기제, 협상에서의 대표 수준, 영향, 결과
책임의 라인, 절차에 대한 인식, 대표성, 비밀성, 문화적
감수성
고충처리 절차를 사용하거나 그것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
의 신상명세
절차, 기준, 인식 수준, 조직 프로필에 대한 영향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소통되는 방식, 직원
들의 의견이 고무, 수용되는 방식, 의사결정자의 주체,
의사결정의 전달 순서 및 시기
전통적인(성, 민족 등) 작업 범주에 속하는 직원들의 구성,
정의, 그리고 정당화
접근성, 포괄성, 다양성-감수성, 비위협성

의사결정자의 신상명세, 권위의 수준
사회적 행사(socialevents)의 포괄성, 활동의 다양성, 구내
사회적 에토스/연결망
식당 메뉴, 멤버십의 기준, 행사에 대한 정보
기준, 배분을 위한 성과 척도, 특전 수혜자의 신상명세,
특전과 특별수당
특전의 유형(자동차, VHI 등)
<Managing Diversity/Equality 다양성 경영/평등>
다양성의 적절성, 종업원 사이에서의 평등 인식 수준, 다
관리능력
양성 훈련의 적용가능성, 평등관련 쟁점과 의무의 인식,
헌신과 리더십의 수준
평등한 기회를 위한 정 적용가능성, 9가지 평등 기준의 포함 여부, 종업원에 의한
책
정책의 인식
평등한 기회를 위한 자 배정된 인력, 훈련, 배분된 예산, 지원 및 보고 기제, 고위
원 배분
경영진 수준에서의 발언(표현)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승진의 방법과 평등한 기회를
평등한 기회에 대한 인
위한 정책의 인식, 직원들에게 이용가능한 훈련, 협상 기
식
제
평등프로그램
채택되어온 제안, 제정된 적극적 시행조치, 만들어진 타협
모니터링의 기제, 고위경영진의 참여, 빈도, 조사 결과의
감시과정
유포, 효과의 평가와 결과
이 영역의 책임을 지는 고정적인 고위관리자의 존재(인사
기업의 헌신
부문에 더해), 전략적 계획, 마케팅, 조직의 발전, 문화적
변화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의 평등의 역할
유연한 작업의 이용가능성, 이해, 개요, 효과, 재통합 과정,
일/생활의 균형
일/생활의 균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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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 계속
검토 항목

검토 기준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

기록체계

사용되는 시스템, 시스템이 형식화되는 방식, 자료 수집의
빈도, 사용되는 IT 패키지, 배분되는 자원

기밀에 대한 조치

보호수단, 직원들과의 기밀에 관한 협약, 정보수집 기술에
대한 감수성, 심리학적 평가방식의 사용, 직원 개인의 신
체검사 등에 대한 정보

자료에 대한 책임

이 영역의 책임을 지는 고정적인 직원의 존재, 자료 보관
의 연속성

적절성

수집된 자료의 관련성, 시기, 자료 수집에 관한 직원과의
협의 기제

자료의 활용

수집된 자료의 목적, 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 정보 제공
자의 동의, 모니터링, 정정 및 삭제 절차

4) 임금급여 체제에 대한 고용평등실태조사의 구체적 방식 소개
우선 조사를 담당한 감사관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자료와 그들의 전문
가적 지식에 기초하여 성(gender)과 관련된 조직 내 임금평등 상황에 대
한 상당한 수준의 분석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평등위원회가 그
실태조사로부터 전반적인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장에 있기 위해
서는 고용평등실태보고 및 실천계획의 이행에 대한 후속 시찰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 각 조직에 대한 단일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
서 사용되는 통계적 방식은 기술적인 척도들로서 초기 과정과 후속 과정
모두에서 조직 내 고용평등 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단일한 통계지표를 얻어내었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
내 25분위에 속하는 여성의 임금을 같은 수준의 남성의 임금에 대한 백분
율로 나타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과 75분위에 속하는 남녀 직
원의 임금 역시 나타냈다. 이에 더해 전체 조직 내 임금의 25분위, 75분위
를 고려하여 25분위 아래에 있는 여성의 수와 75분위 위에 있는 여성의
수를 전체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냈다. 이러한 방식은 임금수준을 밝히지
않고도 남녀간 임금격차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4장 선진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례 :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119

<표 4-4> 척도를 제시한 표
임금수준

남성임금에 대한 여성임금의 백분율(%)

25% percentile
평균
75% percentile
백분위수

전체에 대한 여성수의 백분율(%)

25%

(이상)

75%

(이하)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류끼리는 비교가 된다.
단,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급여(salary)가 아닌 연간 총소득(gross annual
earning)을 이용해 두 집단의 임금을 조정한 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집단은 주로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급여는 조직
내에서 표준작업 주급에 비례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집단은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총임금은 표준작업 주급(standard
working week)에 비례하여 감소되어야 한다. 그들의 표준 비초과근로 임
금(standard non-overtime pay)을 당연한 것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보
너스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위 25분위 이하에 속한 여성 중 최고의 임금수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위와 같이 조정된 모든 여성의 소득분류 목록을 만들어 하위 25번째
수준의 급여수준을 찾아내어야만 한다. 같은 절차가 남성 하위 25분위 및
남녀 75분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급여 역시 비교되
어야 한다. 평균 연간급여(average annual salary)는 각 개인에 대해 조정
된 급여의 총액으로부터 계산되어야 하며 단순히 총임금을 남성과 여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는 여섯 가지 급여(남성, 여성 각각 세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5.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주는 시사점
2006년 3월 현재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 고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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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치를 도입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와 유사하다. 먼
저 EEO-1 form과 유사한 형태로 남녀근로자 고용현황을 통계로 제출한
다. 대상기업 중에서 이 통계를 기초로 여성고용이 부진한 기업을 선정하
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정 기간 이후
그 실적을 보고하게 한다. 시행계획서의 적절성과 그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기업의 범위
대상기업을 폭넓게 잡아서 가능하면 많은 기업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에 동참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인사관리
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잘 보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새로운 형태의 보고 및 기록의 제출 의무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여성을 과소 고용하는 기업은 대체로 대기업과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정책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는 안이 도출되었다. 적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적용
하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을 정책대상
으로 하되 500～999인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2008년까지 유
예하였다.
나. 벌칙과 인센티브 : 정부조달계약 연계 여부
단순히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누적된 차별적
관행에 의한 여성 과소 고용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모든 민간기
업을 대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
면서 강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잘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힘
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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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적인 벌칙조항과 연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구하
기 위해서는 정부와 조달계약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
러운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달계약과 연계할 경우 중소기업도
상당수 포함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기준에 부응하
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정부조달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조달계약과 연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부진한 경우 조달계약을 파기하는 정도로 강력한 제도는
설계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획서 및 실적보고 대상기업의 선정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책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범위가 결정되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는 매년 남녀근로자 고용현황 통계를 보고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된 통계에 근거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필요
한 사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계획서를 제출할 사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여
성고용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사업체로 하여금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
면 이를 평가하는 기관이 개별 사업체에 대하여 충실한 평가를 하기 어려
울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느끼는 책임이나 사회적 압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 반면 지나치게 소수의 사업체를 선정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게 될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
는 원칙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을 85개로 나눈 단위 지역 내에서 동종산업에 속
하는 사업체들을 비교하여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
적 조치계획서(AAP)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종산업 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비교가능한 기업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어서 미국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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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한 업종을 적절하게 묶어내고 그 범위 안
에서 평균의 몇 % 미만 수준의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
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는 대상사업체들간에 상대평가를 통해서 평균 또는 미디언 수준 미만으
로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모두 고용개선조치 계획서를 제출
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획서 및 실적보고의 평가 기준
선정된 사업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가
실현가능하면서도 기업의 여성고용 비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면 이 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평가기관과 기업 간에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1
년) 후에는 그 계획서에 충실하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결과 여성고용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실적이 평가되어야 한다. 계획서의 적정성이나
실적에 대한 평가 또한 공정한 기준이 미리 수립되어 이를 기업들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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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1. 평등의 개념과 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는 성을 이유로 기존에 불이익을 받았거나 배제되었던 그
룹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을 의식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다. 그 목적은 기존의 차별에 대한 특별한 구제를 제공하는 것(차별시정)

에서부터 교육정치고용과
․
․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진출이 적은 그룹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적극적 조치가 성을 의식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적극적 조치의
토대가 되는 평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는가에 따라 적극적 조
치의 합법성 여부가 좌우된다(Fredman : 126 이하). 이러한 점에서 이하
에서는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기회평등이 적극적 조치와 어떤 관련
성 내지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가. 형식적 평등과 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평
등이 목적이라면 성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평등을 형식적 평등으로
파악함으로써 제기되는 것이다.

124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Ⅰ

첫째, 형식적 평등은 평등이라고 하는 정의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
이며, 특정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익 및 불이익의 형태를 반영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성차별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기존에 불이익을 받
았던 여성그룹에게 추가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든 기존에 이익을 누렸던
남성그룹에게 불이익을 재분배하는 것이든 모두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평등은 대칭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형식적 평등은 개인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을 부정하려고 한다. 이익을 배분하거나 채용 또는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
에 있어서 성별과 같은 집단적 특성은 배제되어야 하고, 그 대신에 개개
인은 자신의 개인적 업적(merits)에 기초하여 보상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적극적 조치는 자격이 충분치 않은 사람의 채용을 허용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직무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없게 한다(Abram : 1322).
불이익을 부담함에 있어서도 개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으로 족하지 사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적격성을 갖춘 남성을 채용 또는 승진에서 배제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성차별에 대한 시정 내지 보상의 부담을 개별 남성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형식적 평등은 국가의 중립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국가는 다른 그룹보다 특정 그룹을 우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을 이유로
우대하는 것 역시 법 앞의 평등원칙 및 국가의 중립적 정책결정원칙에 반
하게 된다고 한다. 더구나 특정 그룹에 대한 우대는 ‘특권적 지위를 추구
하는 집단간의 정치적 투쟁’(Dworkin : 314)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
다. 한편, 국가 중립은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함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 중립에 의하면, 국가 내지 공
공기관이 차별의 제거와 같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서 계약자유
를 규제하는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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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평등과 적극적 조치
실질적 평등은 적극적 조치에 대해 형식적 평등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우선, 이 입장은 추상적 정의를 거부하며, 정의는 사회적 작용 속에서 비
로소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즉, 성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것은 남
성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에 따른 남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여성차별과 똑같은 성차별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질적 평등의 관점은 형식적 평등이 강조하는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물론 업적에 따른 대우의 원칙은 기회평등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채용 또는 승진의 기준으로 업적을 무비판적으
로 이용하는 것은 불이익의 존속을 영속화할 수 있다. 업적을 결정하기
위해 선택된 기준이 외관상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일지라도 기존의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적 전제를 내포할 수 있
다. 예컨대, 교육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용시 교육적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불평등을 영속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험적 지식이나
비공식적인 경험보다 공식적인 자격직업
․
경험을 강조하게 되면 여성의
능력기술을
․
과소평가할 수 있다. 형식적 평등에서 개인적 책임을 강조

하는 것 역시 남성이라는 이유로 직업이나 기타 이익에서 배제되는 ‘죄
없는’ 제3자라는 호도된 이미지를 양산할 뿐이라고 본다. 실질적 평등은
기존의 차별구조하에서 이익을 본 자는 그 시정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
담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지배적 그룹
은 전체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였기 때문에 차별시정을 위한 비용이 개인
에게 적절한 것인 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끝으로, 실질적 평등의 관점은 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현대 국가는 사회에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만일 국가가 불
이익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거부한다면 이는 차별을 받았던 그룹
에 비해 우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지배그룹을 사실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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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관점은 그러한 차
별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다. 기회평등과 적극적 조치
평등을 기회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절충 지점에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회평등은 구조적 차별에 의해 개인의 삶의 기회가 왜곡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개개인이 서로
다른 출발선에 경주를 시작한다면 평등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비록 불이익을 받는 그룹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평등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회평등의 관점에 의하면, 일단 개개인이 기회평등을 향유한
다면 제도적 차별의 문제는 극복된 것이고, 성별과는 무관한 개인적 자질
(업적, 능력)에 기초하여 개인들을 대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따라
서 적극적 조치의 목적이 개인들을 오로지 성(性)에 기초하여 대우함으로
써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러한 적극적 조치는 정당
하지 않다는 것이 기회평등의 관점이다.
적극적 조치를 기회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봄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장벽의 제거는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
공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보다 많은 여성이 그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과거의 차
별 결과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성은 여전히 직업관련 채용
이나 승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육아책임을 부담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갖기란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기회평등의 관점이 단순한 기회장벽
을 제거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까지 불이익을 받는 그룹에게 제공할 것(예, 교육훈련정책,
육아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한계는 일정
정도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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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조치의 목적
적극적 조치의 목적 내지 필요성은 다양할 수 있다. 문제는 특정한 상
황에서 어떤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Chemerinsky : 1159 이하).
가. 과거차별의 시정
가장 흔히 등장하는 적극적 조치의 목적은 과거 차별(past discrimina
tion)의 시정이다. 문제는 과거 차별시정은 여러 상이한 것을 의미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과거
차별시정은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은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할 수 있다. 즉, 과거 차별시정은 차별이 입증된 경우 차별 피해자를 구
제하는 수단(예 : 채용명령)이 되는 것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과거 차별
시정은 차별 피해자로 입증된 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차별 대상이 되었던
그룹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가 과거 차별시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슈는
과거 차별에 관한 어떤 형태의 증거가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차별
증거는 특정의 사용자에 의한 차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라고 하는
보다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차별로 족한가? 후자의 경우 적극적 조치는

역사적사회적으로
․
불이익의 고통을 받았던 그룹에게 일정한 형태의 보
상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나. 다양성의 강화
다양성 이론은 과거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을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 이
론은 다양성(다양한 관점견해의
․
표출)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소
수자에 대한 우대를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양성 이론은 학생의 입학이나 교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특히 자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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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었다. 인종이나 성별은 사람의 경험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
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 집단이나 교원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교
육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다양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의 경우 핵심은 다양성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상황이 무엇인지(교육의 다양성, 방송의 다
양성, 노동력 구성의 다양성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서의 다양성의 정도, 적극적 조치가 추구하는 다양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고려이다.
다. 역할모델의 제공
역할모델 이론은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일정한 지위나 위치에 소수자가 진
입하게 되면 다른 소수자그룹에게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역할모델 이론은 적극적 조치가 과거의 차별적 관행에 의해 발생한 피
해를 시정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것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더라도 정
당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라. 소수공동체에 제공되는 부와 서비스의 향상
전통적 차별에 의해 소수공동체는 직업에의 접근 기회가 덜하고 경제
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와의 계약에서 소수
민사업체에 대한 일정 비율의 배정(set-asides)은 지배 그룹과 소수민 그
룹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적 문제는 소수공동체에 제공되는 부와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국가 재원을 이용하
여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중립성이라는 원칙에 반하
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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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 결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 조치의 목적은 모든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적극적 조치의 목적 내지 이유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상이한 많은 이유로 취해질 수 있고, 핵
심은 각 상황에서 그것이 정당한가를 따지는 것이다.

3. 적극적 조치의 수단 내지 형태
적극적 조치의 형태 역시 다양하다.
첫째, 목표와 시행 일정(goals and timetables)을 정하는 적극적 조치이
다. 일정한 시점까지 특정 지위에서 일정한 비율의 소수자를 확보하는 것
이다. 이러한 형태의 적극적 조치는 할당제와는 다르다.
둘째, 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로 인종이나 성별을 고
려하는 적극적 조치이다.
셋째, 자격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일정량을 배정하는 형태의 적극적
조치이다. 이는 일정한 비율의 지위를 유자격의 소수자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자격을 갖는 소수자들의 수가 일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 그 지위는 비소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넷째, 가장 극단적 형태의 적극적 조치는 일정 비율의 지위(자리)를 전
적으로 소수자들에게 배정하는 경직적인 할당제이다. 이는 가장 논란이
되는 형태이고 흔히 적극적 조치를 공격하는 초점의 대상이 되는 형태이
다.

4. 미국에서의 적극적 조치
가. 역사적 배경
1971년 연방대법원은 Griggs v. Duke Power(401 U.S. 424) 사건에서
간접차별 법리를 확립하게 된다. 이것은 민간 사용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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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계획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발하게 하였다. 동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수민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립적인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의해 민권법 제7편을 위반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소수민을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 및 기타의 고통
제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판결의 결과 많은 민
간 사용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AA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이들은 AA를 장차 민권법 제7편 위반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
게 된다(Hudgins : 820).
그런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고용에서의 AA에 대한 사회의 태도
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차별은 덜 공공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AA의 필요성이 감퇴하였다고 믿게 된다. 역차별 소송에서 비소수자들은
사용자가 고용 결정에서 소수자의 인종이나 성별을 고려함으로써 민권법
제7편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들
은 오로지 자신의 인종(백인)이나 성별(남성) 때문에 AA정책이 비소수자
들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나. 적극적 조치의 근거
민권법 제7편은 고용 영역에서 인종, 민족, 출신국,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106조 ⒢에 의하면, 법원은 차별금지를 명
하거나 복직이나 고용과 같은 AA를 명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입증된 차
별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로 법원이 AA를 명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
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AA에 대한 법적 근거
가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민권법 제7편 703조 ⒥에서는 인종적 내지 성별 불균형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우대(preferential treatment)하도록 사용자에게 의
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동법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차별 소송은 바로 이 규정과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에 근거하여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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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례
1)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438 U.S. 265,
98 S.Ct. 2733(1978년)
○ 사실관계
- 주립 의과대학에 지원한 Bakke는 떨어지고 자신보다 성적이 낮
은 흑인 지원자들이 학교의 특별입학제(100명 중 16명을 자격이
있는 소수인종 지원자에게 배정)로 인해 합격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의 특별입학제가 없었다면 자신이 입학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프로그램은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 및 공민권법
제6장 위반이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 예심법원(trial court) : 특별입학제의 위법성은 인정하였으나 Bakke
의 입학 청구는 거부, 주대법원은 특별입학제의 위법성 및 입학 청
구를 인정하였다.
○ 연방대법원(5 대 4의 다수의견) : 특별입학제의 위법성을 인정하였
지만 인종은 입학 사정에서 학교가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 가운
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특별입학제가 없었더라
도 Bakke가 입학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학교가 입증하지 못
했기 때문에 Bakke는 입학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 판결 취지 : 공공부문의 자발적 AA프로그램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
지만 엄정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어느 누구도 인종적 지위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한 주립대학교는 입학 절차에서 인종을 하나
의 선발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Leiter & Leiter : 54).
○ 의의
- 공공부문의 자발적 AA에 대한 사법심사(합헌성)의 기준을 정한
연방대법원의 최초 판결이다.
- 역차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최초의 사
건이다.
- 인종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특정 그룹에게 할당하는 경직적
인 AA는 위법하나 인종을 하나의 고려 요소로 하는 AA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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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 과거 차별의 시정 외에 다양성 추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AA는
기본권이 덜 침해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Fullilove v. Klutznick 448 U.S. 448, 100 S.Ct. 2758(1980년)
○ 사실관계
- 건설업협회가 1977년 ‘공공사업고용법(Public Works Employment
Act of 1977)’상의 소수민사업체 조항(지방공공사업프로젝트에 대
한 연방지원금을 받는 주정부 내지 지방정부는 지원금의 최소
10%를 소수인종그룹의 사업체로부터 서비스 내지 공급을 받기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의 시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을 구한 사건이다.
-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 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
고,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였다.
- 연방대법원(6 대 3의 다수의견) : 지방공공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받는 주정부 내지 지방정부는 지원금의 최소 10%
를 소수인종그룹이 소유하는 사업체로부터 서비스 내지 공급을
받기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1977년 법률상의 소수민사업체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판결 취지 : 연방의회가 소수민사업체(minority business enterprises)
를 위해 연방건설기금의 일부를 배정(set-asides)하는 조항을 규정
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헌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 있고 계약기회
에 대한 차별적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로 되는 것
인 한 헌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Leiter & Leiter : 57).
○ 의의
- 명시적으로 인종에 근거한 조항을 포함한 연방차별금지 제정법의
합헌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3)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v. Weber, 443 U.S. 193, 99
S.Ct. 2721(1979년)
○ 사실관계 : 백인근로자인 Weber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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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업훈련계획(훈련인원의 50%를 흑인에게 배정)의 합법성을 다
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 사용자와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루이지애나 알루미늄공장
에서 새롭게 개설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인원 50%를 흑인근로
자들에게 배정하는 것이었다.
- 훈련프로그램의 목적은 숙련직을 충원하기 위해 비숙련 생산직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는데, 당시 공장 숙련근로자들의
1.83%(273명 중 5명)만이 흑인이었던 반면에 지역노동인구는
39%가 흑인이었다.
- 사용자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은 공장내 흑인 숙련근로자의 비율
이 지역노동력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접할 때까지 훈련
인원의 최소 50%를 흑인 지원자에게 배정하는 것이었다.
- 훈련 인원의 선발은 각 인종그룹별 연공서열(seniority)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해당 공장 비숙련근로자의 90%가 백인이었기 때문
에 선발된 흑인근로자 중 가장 연공서열이 높은 자도 원고인
Weber를 포함하여 탈락한 백인근로자들보다 연공서열이 낮았다.
- Weber는 백인근로자들보다 연공서열이 낮은 흑인근로자들을 인
종에 근거하여 우대하는 이 사건의 AA계획은 역차별로서 공민
권법 제7장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 지방법원은 Weber 주장을 받아들여 공
민권법 제7장 위반이라고 보았고, 항소법원 역시 지방법원의 판단
을 지지하였다.
○ 연방대법원(5 대 2의 다수의견) :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①
공민권법 제7장의 인종차별금지는 모든 민간부문의 자발적이고 인종
의식적인 AA계획(voluntary, race-conscious affirmative action
plans)을 비난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
해 합의한 AA계획(공장내 흑인 숙련근로자들의 비율이 지역노동인
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공장내 숙
력직 훈련프로그램 인원의 50%를 흑인에게 배정)은 공민권법 제7
장의 인종차별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AA계획의 목적은

134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Ⅰ

제정법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고, 동 계획은 백인근로자들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으며(백인의 해고 및 흑인에 의한 백인의
대체 또는 백인 승진의 절대적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 인종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백한 인종적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다.
○ 판결 취지 : ① 1964년 민권법 제7편은 민간 고용부문에서 전통적으
로 분리된 직무(직업) 범주에서의 인종적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종 의식적인 AA계획의 자발적 채택을 허용한다. ② 그
러한 계획은 과거의 의도적 차별에 대한 입증에 입각할 필요가 없
으며, 비수혜 근로자(nonbeneficiary employees)들의 정당한 이익이
나 기대를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고 항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노동력에 도달하기 위한 것인 한 허용될
수 있다(Samuel Leiter and William M. Leiter, op. cit. : 58).
○ 의의
- 노사간 단체협약에 근거한 AA의 역차별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
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AA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 AA의 합법성 판단 기준으로 AA의 목적 내지 필요성(전통적으로
분리된 직업직무
․
범주에서의 인종적 불균형 제거), AA가 비수

혜자(다수그룹)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정당한 이익이나 기대
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 AA의 한시(잠정)성
을 제시하였다.
4) Firefighters Local Union No. 1784 v. Stotts, 467 U.S. 561,
104 S.Ct. 2576(1984년)
○ 사실관계 : 법원의 결정에 따른 해고계획에 의해 흑인근로자들보다
연공서열이 높은 백인근로자들이 해고되자 노동조합과 해당 시가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1977년 테네시주 멤피스시 소방부(Fire Department)의 구성원인
Stotts(흑인)는 소방부가 공민권법 제7장을 위반하여 채용 및 승
진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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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소방부의 구성원인 Jones(흑인) 역시 인종을 이유로 승진이
거부되었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 1980년 지방법원은 흑인과 관련한 소방부의 채용 및 승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재판상의 화해(consent decree)를 승인하였다. 화
해의 내용으로 13명의 승진 및 81명에 대한 소급임금 지급 외에
지역노동력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추기 위한 장기적인
채용 목표(연 단위로 소방부 공석의 50%를 자격을 갖춘 흑인 지
원자로 충원)와 승진 목표(각 직무별 승진의 20%를 흑인에게 부
여)를 설정하였다.
- 1981년 5월 초 멤피스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 전체의 불필요
한 인원의 감축(layoff)을 선언하고, 감원 기준으로 연공서열에 따
라 근속기간이 짧은 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원칙(last hired,
first fired, 이하 ‘선임권제’라고 함)을 채택하였다.
- 해고계획 시행의 중지를 구하는 신청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
고, 지방법원은 선임권제에 따른 해고계획이 차별 의도를 갖고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효과(결과)를 초래하
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임권제가 아니기 때문에 흑인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해고계획의 시행을 중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
다.
- 법원의 명령에 따라 흑인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된 해고
계획서가 제출되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었다. 그 결과 흑
인근로자들보다 연공서열이 높은 백인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
○ 항소법원
- 선임권제가 진정한 의미의 것이 아니라는 지방법원의 견해에 대
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화해 내용(해고계획)의 수정에 대해
서는 지지하였다.
○ 연방대법원(5 대 4의 다수의견) :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 선임권제에 의하였다면 근속연수가 보다 짧은 흑인근로자들이 해
고되었을 상황에서 지방법원이 백인근로자들의 해고를 요하는
명령을 발한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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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의 명령은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화해
의 목적을 이행하는 것으로, 화해를 수정하는 고유한 권한 범위
내의 것으로, 공민권법 제7장 소송의 자주적 해결을 촉진하는 정
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모든 구제를 행하는 법원의 권
한 내의 것으로 또는 공민권법 제7장의 유효한 구제명령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 판결 취지
- 재판상 화해에 의거하여 연공서열이 낮은 흑인근로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이 화해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공민권
법 제7장 위반에 해당한다.
- 소수그룹 근로자들이 현실에서 불법차별의 피해자였음이 입증되
지 않은 상황에서 인종 의식적이고 선임권제(근속연수 짧은 자의
우선적 해고)에 반하는 다수그룹 근로자의 해고는 헌법상의 평등
보호조항에 위반되는 것이자 차별 피해자가 아닌 자들에게 이익
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민권법 제7장 위반에 해당한다.
○ 의의
- 과거 차별이 부재함에도 정리해고에서 소수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AA는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5) Wygant v. Jackson Bd. of Educ. 476 U.S. 267, 106 S.Ct.
1842(1986년)
○ 사실관계
- 교육위원회와 교원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교원 감
원은 선임권제(근속연수 짧은 자의 우선적 해고)에 의하되 감원
당시에 재직중인 소수인종 교원(minority teachers)의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소수인종 교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1974년 교원 감원시에 교육위원회는 정규 비소수인종 교원(tenured
nonminority teachers) 대신에 2명의 소수인종 임시직 교원을 해고
함으로써 협약상의 소수인종 교원비율 준수규정을 위반하였다.
- 해고된 교원이 주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주법원은 해당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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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비소수인종 교원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하고 사회적 차별(societal discrimination)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
한 시도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주법원 판결 이후 교육위원회는 1976～77학년도와 1981～82학년
도에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비소수인종 교원을 감원해고하고 반
면에 연공서열이 낮은 소수인종 교원의 고용을 유지하였다.
- 해고된 비소수인종 교원들은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 및 공민권법
제7장 위반을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 연방지방법원은 평등보호조항하에서 인종적 우대(racial prefere―
nces)는 소수인종 학생들을 위하여 ‘역할모델’(role models)을 제
공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시도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하였다.
○ 연방대법원(5 대 4의 다수의견) :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 협약상의 감원해고 규정은 연공서열이 높은 백인 교원들의 평등
보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시
정한다는 목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긴절한 이익’ 요건을 충족하
지 않는다. 관련 정부기관에 의한 과거의 차별을 보여주는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는 ‘한정적이고도 적절하게 고안된 구
제책(a limited and properly tailored remedy)’을 시행함에 있어
서 무고한 당사자들이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채용목표제는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부담을 과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 여러 가지 기회들 중의 하나를 제한하지만, 해고는 인종평
등의 달성이라는 전체의 부담을 특정의 개인들에게 과하고 많은
경우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기에 그러한 부담은 지나치게 침해적
이다.
○ 판결 취지 : ① 과거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제3자의 정당
한 이익이나 기대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한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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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종 의식적인 AA가 제3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평등보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과거의 차별(prior discrim
ination)이 없었음에도 공공부문 사용자가 인종을 의식하고 선임권
제(근속연수 짧은 자의 우선적 해고)에 반하여 다수그룹 근로자들
을 해고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되는 것이자 차별피
해자가 아닌 자들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민권법
제7장 위반에 해당한다.
○ 의의
- 과거 차별이 부재함에도 정리해고에서 소수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AA는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 ‘역할모델’의 제공은 AA의 목적 내지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긴절
한 정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AA의 합법성을 엄
격히 해석하였다.
- AA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제3자(다수그룹)의 이익을 덜 침해하
는 수단이 채택되어야 하는데 소수그룹 해고보호는 채용목표제에
비해 더 침해적인 수단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을 무고한 제3
자에게 과하기에는 부담의 정도가 너무 크다.
6) 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 Santa Clara County, Cal.
480 U.S. 616, 107 S.Ct. 1442(1987년)
○ 사실관계 : AA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한 남성 근로자가 공민권법 제
7장 위반(역차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 1978년 12월 산타클라라 교통청(Santa Clara County Transportation
Agency)은 소수민과 여성의 채용승진을
․
위한 AA계획을 자발적으

로 채택하였다. 동 계획은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적은(significantly
underrepresented) 전통적으로 분리된 직무(traditionally segregated
job classification)에서 승진 결정시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성별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다.
- 동 계획의 목적은 소수민과 여성의 진출이 적은 직무에서 매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이들의 채용승진을
․
향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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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장기적 목표는 지역노동인구에서 소수민과 여성이 차지하
는 비율(지역노동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36.4%)을 반영하는 노
동력의 구성(동 기관의 여성 노동력은 22.4%이고, 그것도 전통적
인 여성 직무에 집중)에 도달하는 것이다. 동 계획은 소수민과 여
성을 위한 일정한 숫자의 자리를 따로 배정하고 있지는 않았지

만, 실제의 고용(채용승진
․
) 결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조정할
것을 예정하는 것이다.
- 1979년 12월 교통청이 도로관리직(position of road dispatcher)의
승진자 선발을 공고할 당시에 도로관리직을 포함한 기술숙련 직
무 238개 가운데 여성은 단 1명도 없었다.
- 자격을 갖춘 지원자(12명의 신청자 중 9명)를 대상으로 1차 면접
이 있었고(Johnson은 75점으로 공동 2위/Joyce는 73점으로 3위),
다시 2차 면접(7명 대상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Johnson을 추천)
후 교통청은 최종적으로 AA계획에 따라 남성 근로자인 Johnson
을 배제하고 여성 근로자인 Joyce를 승진시켰다.
- Johnson은 교통청이 공민권법 제7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연방지방법원과 항소원
- 지방법원은 승진 선발에서 Joyce의 성별이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교통청의 AA계획은 Weber 판결에서의 기준에 비추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법원은 승진 결정에서 Joyce의 성별은 하나의 요소로서 적절
하게 고려되었을 뿐이고, 교통청의 AA계획은 동 기관의 노동력
구성에서 소수민과 여성의 진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온건하고 유연하며 사안별 접근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민권
법 제7장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을
번복).
○ 연방대법원(6 대 3의 다수의견)

- 전통적으로 분리된 직업직무
․
범주에서의 ‘명백한 불균형(mani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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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alance)’을 시정하기 위한 자발적 AA계획의 정당성이 인정되
었다. 즉, 사용자에 의한 과거 차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 여성 진출이 적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불균형’의 존재 여부는 특
별한 전문 지식기술을
․
요하지 않는 직무의 경우 사용자의 노동
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노동시장이나 지역 일반인
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특별
한 훈련을 요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지역노동시장에서 관련 자격
을 갖는 여성의 비율과 비교해야 한다.
- ‘명백한 불균형’은 차별을 추정케 할 정도의 것(a prima facie
case)일 필요는 없고, 사회역사적으로
․
차별적인 영향을 보여주
는 ‘두드러진 통계적 불균형’으로 충분하다.
- 기술숙련 직무에서의 명백한 불균형(여성의 부재)과 그러한 불균
형을 제거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고려할 때 승진 결정에서
성별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사용자의 판
단은 합리적이다.
- 이 사건 AA계획은 남성 근로자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남성의 승진에 대한 절대적 장애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 :
여성 역시 다른 유자격(有資格) 지원자들과 경쟁하여야 하고, 누
구도 자동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원고(Johnson)
가 승진에 대한 절대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교통청장이
후보자 7명 중 1명을 승진시킬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
거부가 원고의 어떤 정당하고 강한 기대를 불안정케 한 것이 아
니다. 더구나 승진이 거부된 원고는 종전과 동일한 임금과 연공
서열로서 고용을 유지하였고 다른 승진 기회를 갖고 있다.
- 이 사건 AA계획은 균형적 노동력의 ‘유지’가 아니라 ‘도달’을 목
적으로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다. 교통청은 노동력의 불
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온건하고 점진적인 접근(고용 결정의 현실
적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다른 근로자들의 정당한 기대에 대한
침해의 최소화)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교통청은
항구적인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AA계획을 이용하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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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 판결 취지
- 공민권법 제7장은 공공부문 사용자가 전통적으로 분리된 직무 범
주에서 통계적으로 입증된 ‘명백한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성별 의식적인(sex-conscious) AA계획을 자발적으로 채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 그러한 AA계획은 동 계획을 채택한 사용자의 과거 차별(past
discrimination)에 근거할 필요는 없고, 남성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이나 기대를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으며 항구적인 균형의
유지가 아니라 균형적인 노동력 구성에 도달하기 위한 것인 한
허용될 수 있다.
○ 의의
-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을 위한 AA계획의 합법성이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다.
- Web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AA계획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 AA 합법성 요건의 하나로 사용자에 의한 과거 차별의 존재를 필
요로 하지 않으며,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명백하면 족하고 차별
을 추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봄으로
써 AA의 정당성 인정 범위를 넓게 파악하였다. 다만, 어느 정도
의 불균형이 ‘명백한 불균형’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한계는 있다.
7) City of Richmond v. J.A. Croson Co., 488 U.S. 469, 109
S.Ct. 706(1989년)
○ 사실관계
- 1983년 11월 리치몬드(Richmond) 시의회는 시의 공공건설계약을
수주한 사업자(소수민사업자는 제외)가 계약금액의 최소 30%를
소수민사업체(Minority Business Enterprises)에게 하청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이하 MBE 계획)을 채택(이 계획은 1988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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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종료 예정)하였다. MBE 계획에서 소수민사업체는 소수민그룹
구성원(흑인, 스페인계, 동양인, 인디언, 에스키모 등의 미국시민)
이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 MBE 계획관련 공청회에서 해당 시가 계약에서 인종에 근거해
차별하였다거나 건설계약 수주업체들이 소수민 하청업자들을 차
별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리치몬드시의 인
구 중 흑인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1978～83년) 동안
소수민사업체가 시로부터 1차적으로 건설계약을 수주한 비율은
0.67%에 불과하였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공공건설에서 소수
민사업체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
을 채택하였다. 다만, 충분한 자격을 갖는 소수민사업체가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민사업체에 대한 30% 하청배정 조
건의 적용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 계약에 유일하게 입찰한 Croson사는 30% 하청배정 조건의 적
용배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결과적으로 계약을 수주할
수 없게 되자 시의 계획이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에 반한다고 주
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 지방법원 : 리치몬드시의 계획을 모든 측면에서 합헌이라고 지지
하였다.
- 항소법원 : 처음에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했으나 연방대법원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재심한 결과, 시의 계획이 엄격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에 반한다고 보았다.
즉, 계약 체결에 있어서 시 자체가 과거에 어떠한 차별을 하였다
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의 계획은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긴절한 정부 이익(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을 위
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수민사업체에 대한 30% 배정은
자의적인 선택이고, 차별시정 목적(a remedial purpose)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고안된(narrowly tailored)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연방대법원 :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시의 계획의 위헌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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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시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시의 건설산업에서 확인된 과거
차별이 있었음을 확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는 동 계획을
정당화하는 긴절한 정부의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전체 건설산업에서 과거 차별이 있었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경직
적인 인종 할당(a unyielding racial quota)의 이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시정하고자 하는 차별의 정확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며, 인종에
근거한 결정(AA)이 그 범위 및 기간에 있어서 무제한적이게끔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가 인용하고 지방법원이 근거한 사실 어느 것도 해당 시의 건
설산업에서 누군가가 차별금지와 관련한 헌법 내지 제정법을 위
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시의 계획 자체
에서 ‘차별시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 소수민사업체가 1차적으로 수주한 계약의 건수와 시의 소수민 인
구비율을 비교하여 양자의 불균형을 시의 계획의 근거로 삼고 있
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왜냐하면 적절한 통계적 평가는 관련 시장
에서 건설 하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소수민사
업체의 비율과 현재 소수민 하청사업체에게 주어진 시 전체 건설
금액의 비율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시의 계획은 오로지 인종에 근거하여 전국 어디 출신이든 소수민
사업자에게 다른 시민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
문에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고안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 해당 시가 계획의 정당성 근거로 삼고 있는 건설산업에서의 소수
민 참여를 가로막는 많은 장벽은 인종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듯 하나, 해당 시가 시의 계약에서 소수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
한 대안적인 인종 중립적 수단을 고려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 더구나 해당 시의 경직적인 30% 할당제는 지역인구에서 소수민
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수민이 건설업에의 진입을 선택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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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 시의 계획에서 30% 할당의 적용제외는 소수민사업체의 이용가능
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인종 우대를 원하는 특정의 소수
민사업체가 시 또는 1차 계약 수주업자에 의한 과거 차별의 결과
로부터 고통을 받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다.
○ 의의
- 인종에 근거한 공공부문(주정부기관 내지 지방정부기관)의 자발
적 AA계획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정당성(합헌성)
을 부인한다.
- Weber 판결(민간부문의 자발적 AA)과 달리 본 판결은 공공부문
AA의 목적이 과거 차별의 효과(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AA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8) Metro Broadcasting, Inc. v. F.C.C., 497 U.S. 547, 110 S.Ct.
2997(1990년)
○ 사실관계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
라 함)가 채택한 두 가지 소수민 우대정책의 합헌성이 문제된 사
건이다.

- FCC의 소수민 우대정책 중 하나는 새로운 라디오․TV 방송사를
허가함에 있어 그 경영에 소수민의 소유 및 참여 강화를 하나의
평가 요소로 삼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인이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소수민 기업인 경우에는 FCC의 관련 절차에 따른 문제해
결 이전이라도 기존의 방송사가 자사의 허가증을 소수민 기업에
게 양도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 FCC는 프로그래밍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1934년의 통신법
(Communications Act)하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
으로 위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방송산업에서 소수민 참여
를 장려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충분한 방송 다양화를 낳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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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러한 상황은 소수민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대중
시청자에게 해롭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 새로운 TV 허가를 신청한 Metro방송사는 FCC가 소수민 소유를
이유로 Rainbow방송사에게 허가를 내준 결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Shurbrg방송사는 Faith Center사가 자사
의 TV허가증을 소수민 기업인 Astroline 통신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한 FCC 결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 항소법원 : 소수민 소유의 Rainbow방송사에 대한 신규 TV 허가를
내준 FCC의 결정을 지지했으나 Astroline 통신기업에 대한 양도의
승인 결정은 평등보호권리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연방대법원(5 대 4의 다수의견) : 중간심사 기준에 입각하여 FCC 정
책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 FCC의 소수민 우대정책은 여러 해에 걸친 의회의 지지와 방향에
부합하고, 방송 다양성(broadcast diversity)이라는 ‘중요한 정부
이익’의 달성이라는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평
등보호조항에 위반하지 않는다.
- FCC의 정책은 의회가 승인한 것이기에 의회의 판단이 존중되어
야 하고,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 의회에 의해 승인요구된
․
인종 의식적인 조치(즉, AA조치)는 비

록 그것이 과거의 정부사회적
․
차별의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
한 의미에서의 시정적(구제적)인 조치가 아닐지라도 중요한 정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면 헌법적으
로 허용될 수 있다.

- FCC의 정책은 중요한 정부의 목적(방송다양성)에 이바지하였다.
① 의회와 FCC는 소수민 우대정책을 통신미디어에서의 증명 가
능한 차별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으로서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로 그러한 정책을 선택
하였다. ② 방송은 시청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규율될 수 있어
야 하고, 다양하고 상반된 출처로부터의 정보가 가능한 한 널리
보급되는 것이 공공복리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연방대법원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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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③ 따라서 방송 전파를 통
해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접할 공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FCC의 임무이자 중요한 헌법적 가치(언론의 자유)에 봉사하는
것이며, FCC 소수민 우대정책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정
부의 목적에 이바지하였다.
- 소수민 우대정책은 방송 다양성이라는 정부 이익(목적)을 달성하
는데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① 소수민 소유와 다양성 강화
간에는 경험적 관련성이 있다는 FCC의 결론은 소유가 이용가능
한 프로그램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FCC의 지속적
견해 및 전문가의 의견과 부합하기에 존중되어야 한다. ② 의회
역시 소수민 방송 소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는 목표를 진척시
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 소수민 우대정책은 이용가능한 다른 대안에 대한 철저한 고려와
연구, 인종중립적인 다른 수단이 적정한 방송다양성을 낳지 못했
다는 증거에 기초하여 채택된 것이다.
- 소수민 우대정책은 비소수민에게 단지 가벼운 부담을 과하는 것
이다. ① 이용가능한 방송 전파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누구도 허
가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고려한 허가가 요구
되므로 방송 허가에서 이러한 소수민 우대정책이 경쟁하는 지원
자(비소수민)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수민
기업에 대한 양도정책 역시 기존 방송사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경쟁 지원자가 없을 때에만 소량의 방
송라이센스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것이기에 비소수민에 대한 과
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의의

- Richmond 판결이 주지방정부의
․
AA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정당성(합헌합법성
․
)을 부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판

결은 연방정부의 AA에 대해 중간수 준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 다만, AA의 시행 주체가 주지방정부인가
․
연방정부인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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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당성 평가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혼란을 초래하였다.
9)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515 U.S. 200, 115 S.Ct.
2097(1995년)
○ 사실관계
- 1989년 연방정부 교통부 산하의 중앙연방고속도로청(Central Federal
Lands Highway Division)은 콜로라도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계
약 수주자로 Mountain Gravel 건설회사(이하 MG사)를 택하였고,
동 회사는 가드레일 시공 하청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 지원한
Adarand건설회사(이하 A사)와 Gonzales건설회사(이하 G사) 중
에서 G사를 선정하였다.
- 고속도로청과 MG사 간의 건설 수주계약 조항에 의하면 MG사가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개인들’이 지배하는 소기업체로
인정된 하청업자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G사는 그러한 사업체로 인정되고 있으
나 A사는 그렇지 않았다. MG사는 A사가 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
시했음에도 G사에게 하청을 주었다. MG 사장은 만약 G사에 하
청을 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추가적 금전보상이 없었다면 A사에
게 하청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연방법은 위와 유사한 하청 조항이 대부분의 연방기관 계약에 포
함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계약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개인들에는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아시안인 및 기타 소수
민 또는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상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불이익을 받은 자로 인정하는 기타의 개인이
포함된다고 추정한다”는 조항을 요구, A사는 이러한 조항상의 가
정이 인종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
기하였다.
○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 지방법원은 원고(A사)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았고, 항소법원 역시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 연방대법원(5 대 4의 다수의견) : 엄격심사기준을 채택, 항소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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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재심하도록 결정하였다.
- 모든 인종적 구별(racial classifications)은 그것이 어떤 연방정부
기관, 주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것이든 엄격심사
(strict scrutiny)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① 인종적 내지 민족적
기준에 입각한 어떠한 우대(preference)도 반드시 가장 강한 위헌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평등보호조항하에서의 (위헌)심사기준은
특정한 인종적 분류에 의해 부담을 지거나 이익을 얻는 자의 인
종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③ 결론적으로 인종에 관계없이 어
떤 사람도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자신을 불
평등 대우하는 그 기관의 인종적 분류가 엄격심사하에서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엄격심사의 필요성은 헌법이 집단(groups)이 아닌 개인을 보호한
다는 기본 원칙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인종에 근거한 모든 정부의 행위(즉, 대부분 무관한 상황에서 오
랫동안 인정되었으나 금지되어야 하는 그룹 분류)는 개인의 평등
보호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인종적 구별의 경우 그것이 어떤 연방
이나 주 또는 지방의 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든 엄격심사가
적절한 심사 기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와 합치하지 않는 이
전의 Metro Broadcasting 판결에서 채택한 견해(중간심사기준의
적용)를 무효로 한다.
- 엄격심사는 목적 및 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원이 일관되
게 인종적 분류에 대한 상세한 심사를 가능케 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이다. 엄격심사가 이론상으로는 엄격하고 실제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면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 나라에서 소수민
그룹에 대한 인종적 차별의 관행과 지속적 결과라는 불행한 사태
에 대응하여 행동할 자격이 있지만, 인종에 근거한 행위가 긴절
한 이익을 촉진하는 데 불가결하고 ‘적절히 고안된 수단’ 기준
(“narrow tailoring” test)을 충족하는 경우에 헌법에 합치한다.
- 항소법원은 하청보상조항의 이용이 긴절한 정부 이익에 불가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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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적절히 고안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결정을
․
하지 않았
기에 이 점에 대해 재심하여야 할 것이다.
○ 의의
- 헌법의 적용을 받는 연방, 주 내지 지방 등 모든 정부기관의 인종
에 근거한 자발적 AA계획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심사기준에 따
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과거 Metro Broadcasting 판결에
서 채택하였던 중간수준 심사기준을 배척(견해변경)하였다. 다만,
자발적인 AA의 목적이 어떤 상황에서 ‘긴절한 정부 이익’에 해당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 공공부문의 자발적 AA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초래케
한 판결이다.
라. 평 가
1) AA의 목적 내지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연방대법원 그 정당성 판
단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더구나 AA를
시행하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민간 사용자, 주정부, 연방정부)에 따
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완화된 기준은 전통적으로 분리된 직업(직무) 범주에서 두드러진
불균형(명백한 불균형)을 요구한다. 이보다 조금 더 엄중한 기준은 일응
차별적인(차별추정적인) 패턴이나 관행(행위)에 해당하기 충분한 통계적
불균형이 적어도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은 사용자에 의
한 특정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증거가 현존하는 경우에 비로소 AA가 정
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AA는 간접차별 법리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데 간접차별 법리에서 핵심
적 이슈는 통계적 불균형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균형의 정도이다.
그런데 불균형의 정도가 어느만큼일 때 과연 명백한 불균형 내지 실질적
불균형, 차별을 추정케 하는 불균형인지 문제된다. 이는 상당 정도 판단
자의 해석에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AA가
역차별의 공세에 퇴각당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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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가 적절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연방대법
원이 통상적으로 고려한 요소는 ① 인종적 내지 성별 기준에 의한

우대조치를 사용하기 이전에 인종적성별
․
중립적인 대안을 고려했
는지, ② 결정에서 인종이나 성별이 이용되는 방식, 예컨대 많은 고
려 요소들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유일 내지 결정적인 요소인지, ③
숫자적 목표치와 노동인구에서 유자격 소수자 숫자의 비교, ④ AA
계획의 기간, ⑤ AA계획이 비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과 같다.

위와 같은 고려 요소는 한 마디로 AA에 의해 비소수그룹에 속하는 자
가 부당하게 과도한 불이익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에 입각한 것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도 채용이나 승진에 대한 절대
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A로 인한 채용 내지 승진의
거부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 직업의 상실(정리해고
의 상황)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
가 Wygant 판결이다. 이 판결은 고용 유지와 관련한 비소수자그룹 근로
자의 이익은 균형적인 노동력 구성의 달성이라는 목표(평등촉진)보다 일
반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3) 공공부문에서의 AA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중간
수준 심사이론에서 엄격심사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
였다. 판례상 발전된 엄격심사이론은 원래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으로 확립되었다. 이 이론
에 따르면 인종차별은 그 목적이 ‘긴절한 정부 이익’(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을 달성하기 위하여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이 ‘협소하게 고안된 것’(narrowly tailored)이어야
정당화(합헌)된다. 그리고 이 이론은 실제상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대다수의 정책이나 관행을 불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반면에 중간
수준 심사이론은 차별이 ‘중요한 정부 이익’(important government
interest)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substantially related)
인 경우에 그 정당성(합헌)을 인정하는 것으로 성차별과 관련하여
적용되었다. 이렇게 정당성(합헌) 심사 기준을 달리 설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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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보다는 인종차별이 더욱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인종차별의 합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사용하였던 엄격심
사기준을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AA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로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AA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5. 유럽연합(EU)에서의 적극적 조치
가. 적극적 조치의 근거
유럽연합에서 적극적 조치의 문제는 오랜세월 동안 ‘고용에서의 남녀
평등대우에 관한 76/207호 지침’(1976년) 제2조 제4항에 의해 규율되었다.
동항에 의하면, 동 지침은 “특히 여성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불
평등을 제거함으로써 남녀기회평등을 촉진하는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다.”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촉진에 관한 1984년 12월 13일 권고 84/635
호(Recommendation 84/635/EEC of 13 December 1984 on the promotion
of positive action for women) 전문(前文)에서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는 “평등대우에 관한 기존의 법규정은 개인에 대한 권리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노사당사자
․
및 기타 관련 단체가 사회적인 태도
와 행동 및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시정하
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기존의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39)
39) 그리고 이사회는 76/207호 지침 제2조 제4항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적극적 조치정
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① 사회에서 남녀간 역할의 전통적 구분이
라는 사고에 근거한 기존의 태도, 행동 및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구직 내지 고용에
서 여성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해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② 모든 인적자
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여성의 진출이 적은 노동생활의 영역
에서, 특히 미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이 부여되는 부문에서
다양한 직업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생활에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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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조약(1996년) 제141조 제4항은 “노동생활에서 남녀의 실제상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출이 적은(under-represented)
성(性)이 보다 용이하게 직업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업경력에서의 불이익을
예방 내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이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채택하는
․
것은 평등대우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1976년의 76/207호 지침 제2조 제4항의 내용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2002
년 02/73호 지침에 의해 개정된 1976년 76/207호 지침(고용에서의 남녀평
등대우 지침) 제2조 제8항에 의하면, “회원국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실제
상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암스테르담 조약 제141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다.”
개정되기 이전의 76/207호 지침은 ‘기회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
조치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불평등의 제거’에
의한 기회평등의 달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76/207호 지침은
‘남녀의 실제상 완전한 평등보장’, ‘불이익의 예방 내지 보상’, ‘특별한 이익
의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극적 조치를 상세하고도 폭넓게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침의 변화는 역차별에 해당하지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이 기회평등(equal opportunity)의 보장에서 실질적 평등(subst
antive equality)의 보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여성 우대의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에 대하여 내
린 4개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례
1) Kalanke v. Freie Hansestadt Bremen, 1995. 10. 17. 판결(사건
번호 C-450/93)
독일 국내법(브레멘의 공무원남녀평등법)이 EC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균등대우원칙,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및 제4항(차별의 예외
로서 적극적 조치)에 위반한다고 판결한 사건.
치는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에서 성별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
치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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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브레멘 ‘공무원남녀평등법(LGG)’은 임용승진과
․
관련 여성 진출
이 적은(under-represented) 부문에서 동일한 직(post)에 지원한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동법에서
․

진출이 적다는 것은 한 부문 내 관련 인적 그룹의 직무 레벨 또는
개별적인 급료보수임금
․
․
레벨에서 여성이 적어도 직원의 절반
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원고인 Kalanke(남성)와 소외인(訴外人) Glissmann(여성)은 브레
멘 공원국(Bremen Parks Department)의 과장 선발 최종 단계에
서 후보자가 되었고, 두 후보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LGG에 따라 여성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자 소를 제기
○ 국내법원
- 노동법원 및 항소노동법원 : LGG상의 쿼터제가 브레멘 헌법, 독
일 기본법 및 독일 민법 제611a조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연방노동법원 : ① 해당 사안은 자격에 관계없이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의 직을 배당하는 엄격한 할당제(system of strict quotas)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에 따른 할당제라고 지적 ② 성을 달리하는
두 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성이 우선권을
향유하지는 않음. ③ 해당 사안의 할당제가 독일 헌법과 민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76/207호 지침 부합 여부에 관한 의문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CJ에 선행판결(preliminary ruling)40)을
구함.
○ 유럽사법재판소
- 76/207호 지침 제2조 제4항(차별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의 취지는
외관상 차별로 보이나 실제로는 현실 사회생활에 존재할 수 있는
불평등의 제거 내지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특별히 그리고
40) 선행 판결은 회원국의 국내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EU법의
적용해석이
․
쟁점으로 된 경우에 국내법원이 심리를 중단하고 로마조약 제234
조(구조약 제117조)에 근거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EU법에 관한 쟁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154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Ⅰ

전적으로 허용하는 것. 제2조 제4항은 승진을 포함한 고용에의
접근과 관련한 국내 조치, 즉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경쟁할 수 있
는 능력,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캐리어를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조
치를 허용
- 승진 후보자인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경우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부문에서 자동적으로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LGG 규
정은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
-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개인적 권리에 대한 예외로서 76/207호
지침 제2조 제4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임용승진에서
․
여

성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우선권(absolute and unconditional
priority)’을 보장하는 LGG 규정은 평등기회의 촉진을 넘어서는
것이자 76/207호 지침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예외의 한계를 벗
어나는 것.
- LGG상의 제도가 한 부문 내의 모든 직급과 레벨에서 남녀의 동
등한 진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 한 동 제도는 ‘76/207호 제2조
제4항이 예정하고 있는 기회평등’을 ‘이러한 기회평등의 제공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결과’로 대체하고 있음.
○ 판결 취지 :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부문에서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가
짐에도 여성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자동적)인 우선권을 부여하
는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부인
○ 의의
-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경우 자동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적
극적 조치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이 판결은 적극적 조치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1996년 암스테
르담 조약 제141조 제4항이 탄생하는 원인이 되었음.
2) Marschall v. Land Nordrhein-Westfalen, 1997. 11. 11. 판결(사
건번호 C-409/95)
독일 국내법(Nordrhein-Westfalen주의 공무원법)이 EC 76/207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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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균등대우원칙,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및 제4항(차별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 사실관계
- Nordrhein-Westfalen주의 공무원법(제25조 제5항 제2문)은 “특정
한 상위 직급의 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경우 적격성과 능
력 및 직무 성과가 동일한 때에는 여성에게 승진의 우선권을 부
여한다. 다만, 개개의 (남성) 후보자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reasons specific to an individual [male]
candidate tilt the balance in his favour)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
(이하 BLNW규정)
- Marschall(남성)은 종신이 보장된 A12등급의 교원으로 1994년 2
월 8일 A13등급의 직에 대한 승진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
은 해당 직에 여성 후보자를 승진시킬 것이라고 통보
- 그 이유에 있어 공식적인 업무 평가에 따르면 두 후보자는 동일
한 자격을 갖고 있지만 A13등급의 직에 남성보다 여성이 적기 때
문에 BLNW규정에 의거 여성 후보자가 승진되어야 한다는 것
- Marschall은 관할 행정법원에 자신의 승진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
○ 국내 법원(행정법원)
- 1995년 ECJ의 Kalanke 판결에 비추어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는
승진 우선권은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의 차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이며, 예외적으로 남성 후보자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의해 그러한 차별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BLNW규정이 76/207호 지침 제2조 제4항의 차별예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에 ECJ에 선행 판결을 구함.
○ 유럽사법재판소
- 남녀 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남성
후보자가 여성 후보자보다도 승진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노동생
활에서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그리고 예
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자주 직업생활을 중단할 것이고 가사

와 가족적 책임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덜 유연할 것이며,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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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
때문에 더 많이 결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
이러한 이유로 남성 후보자와 여성 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양자가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님.
- Kalanke 사건과 달리 유보조항(개개의 남성 후보자에게 유리한
사유가 있으면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을 포함하고 있음.
- ① 개별 사안에서 여성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 남성 후보자들이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 즉 개별 후보자에게 특유한 모
든 기준들을 고려하고 또한 이들 기준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남
성 후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여성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우선
권이 부정되는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장하고, ②
그러한 기준들이 여성 후보자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조건하에서 본건 BLNW규정은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 및 제
4항에 위반하지 않음.
○ 판결 취지
-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여성 차별
적이지 않은 기준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여성 우대의 적극
적 조치는 합법적임.
- 남녀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어도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의의 : 여성 차별적이지 않은 객관적 기준과 평가에 의해 남성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여성 우대가 부정될 수 있는 적극적 조
치의 타당성 인정
3) Badeck and Others v. Landesanwalt beim Staatsgerichtshof
des Landes Hessen, 2000. 3. 28. 판결(사건번호 C-158/97)
독일 국내법(공공행정부문 남녀평등에 관한 Hessen주의 법률)이 EC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균등대우원칙,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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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항(차별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 사실관계
- 헤센주는 1993년 12월 21일 ‘공공행정부문에서 남녀평등권 및 여
성에 대한 차별 제거에 관한 법률’(이하 HGIG)을 제정(동법은
1993. 12. 31.부터 13년간 유효)

- HGIG는 여성의 진출이 적은 섹터에서 채용승진과
․
관련 2년을
단위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
고(목표 설정시 해당 기관의 고유한 특색이 결정적으로 중요), 선
발 기준으로 자격(적격성, 능력, 직업성과)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
되어야 할 내용(가사에 의해 획득된 능력과 경험은 자격에서 중
요한 것인 한 반드시 고려), 고려될 수 있는 내용(근속연수연
․

령최후
․
승진일은 자격에서 중요한 것인 경우 고려 가능)과 고
려되어서는 아니되는 내용(가족상의 지위나 배우자의 수입, 가사
로 인한 파트타임근로 내지 퇴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그 외에
도 HGIG는 교육훈련, 면접, 위원회의 구성에서 최소 50% 여성
배정, 대학기관의 계약직 및 조교직에서의 일정 비율의 여성 선
발에 관한 규정
- 1994년 11월 28일에 Badeck을 포함한 헤센주 의회의원 46명은
HGIG의 일부 규정이 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
○ 국내법원(헤센주 헌법재판소) :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ECJ에 다음 5가
지 사항이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되는지에 대
한 선행 판결을 신청
- ① 여성의 진출이 적은 섹터에서 남녀 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고, 여성 우선이 여성 발전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불
가결하며 그보다 더 큰 법적 가치를 갖는 사유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안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선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지침에 위반하는지?
- ② 대학기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 및 조교직에 관한 여성 발
전계획에서 각 학과의 졸업생, 고등학위 취득자 또는 학부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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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최소한 같은 정도의 비율로 여성이
선발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위의 지침에 위반하는지?
- ③ 주가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제외하고, 여성의
진출이 적은 전문기술직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를 배분함에 있어서 여성이 최소한 절반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위의 지침에 위반하는지?
- ④ 여성의 진출이 적은 섹터에서 임용 내지 승진을 위한 법령상
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어도 남성과 동수의 여성 후보자 또는
모든 여성 후보자에게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위의 지침에
위반하는지?
- ⑤ 위원회, 자문기구, 집행기관, 감독기관 및 기타 집단기구의 구
성원 임명에서 최소 절반은 여성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의 지
침에 위반하는지?
○ 유럽사법재판소
- ① 관련된 모든 섹터와 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쿼터를 정하지
않고 있고,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섹터와 기관의 특색이 결
정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경우
선발 절차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제도
를 애초부터 자동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탄력적인 결과적
쿼터). 선발 기준들은 성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이고 남성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게 구성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에게 유리,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은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불
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에 도
달할 것을 명백히 의도하고 있음. 여성 우선원칙이 부정될 수 있
는 더 큰 법적 가치를 갖는 사유는 흔히 사회적 측면(요소)이라고
얘기되는 것으로, 가사(육아 또는 개호)를 이유로 퇴직한 이전 공
무원의 우선적 대우, 가사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으나 다
시 풀타임근무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우선적 대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대우, 장기실업자에 대한 우선적 대우
등임. 결론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적은 공공서비스부문에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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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성 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고, 여성 우선이 여성 발
전계획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연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이보다
더 큰 법적 가치를 갖는 사유가 제기되지 않으며, 모든 후보자의
특유한 개인적 상황이 고려되는 객관적 평가에 의해 후보자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면 여성 후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국내법
(HGIG) 규정은 지침에 반하지 않음.
- ② 독일 국내소송에서 쟁점이 된 대학부문의 특별제도는 절대적
상한(an absolute ceiling)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
육을 받은 자의 수를 참고하여 상한을 정한 것이고, 이는 여성에
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양적 기준(a quantitative criterion)으
로 실재적 사실(an actual fact)을 활용한 것. 대학기관에서의 기
간제 계약직과 조교직에 대한 여성 발전계획상의 목표가 각 학과
의 졸업생, 고등학위 취득자, 학부생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최소한 동일하게 여성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법(HGIG)
규정은 지침에 반하지 않음.
- ③ 여성의 진출이 적은 공공부문 전문기술직종(이러한 직종에 대
한 교육훈련을 주가 독점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여성 과소진출
(under-representation of women)을 해소할 목적으로, 또한 적절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원자의 수가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피교육훈련 자리의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배당하는 국내법 규정
(HGIG 제7조 제1항)은 여성이 고용 및 캐리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조치이고, 더구
나 직업지도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능력, 남성과 대등한 캐리어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침에 반하지 않음.
- ④ 여성의 진출이 적은 섹터에서 남녀 후보자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경우, 요구되거나 정해진 모든 조건을 갖춘 여성들에게 면접
기회를 보장하는 국내법 규정(HGIG 제9조)은 지침에 반하지 않음.
- ⑤ 국내법 규정(HGIG 제14조)은 종업원대표기관, 집행기관 및 감
독기관 구성원의 최소 반수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목적을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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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므로 지침에 반하지 않음.
○ 판결 취지 : 동일한 자격을 갖는 남녀 모든 후보자의 특유한 개인적
상황이 고려되는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적
극적 조치는 합법적.
○ 의의 : 이른바 ‘탄력적인 결과적 쿼터제(flexible result quota)’의 타당
성을 인정한 판결. 즉, 여성의 수가 적은 공공기관에서 여성을 채용
내지 승진시키기 위한 목표 설정이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유연
하게 정해질 수 있고, 동등한 자격을 갖는 남녀에게 적용되는 선발
기준이 중립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더라도 실질적 평
등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4) Abrahamsson and Anderson v. Fogelqvist, 2000. 7. 6. 판결(사
건번호 C-407/98)
스웨덴 국내법(1995년 평등촉진규칙)이 EC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
(균등대우원칙,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및 제4항(차별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에 위반한다고 판결한 사건
○ 사실관계
- ‘평등촉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교수직과 연구보조직에 관한 스웨
덴 규칙’(이하 1995년 규칙)이 1995년 7월 1일부로 시행. 동 규칙
은 대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1995～96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특별비로 창설되는 교수직 및 연구보조직에 관한 것. 동 규칙에
서는 임용의 경우 충분한 자격을 갖는 자로서 진출이 적은 성(性)
에 속한 후보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우선임용이 없었더라면 선발될 수 있었을 다른 성(性)의 후보자
보다 우선되나(적극적 차별), 적극적 차별을 적용하게 되면 임용
에서의 객관성을 침해할 정도로 후보자간 자격의 차이가 큰 경우
에는 적극적 차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 1996년 6월 3일 예테보리대학교(University of Göteborg)는 생화
학담당 교수 1인의 공모를 발표(1995년 규칙에 따라 적극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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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 Abrahamsson(여성), Destouni(여성), Fogelqvist(여성), Anderson
(남성)을 포함한 8명의 후보자가 지원. 선발위원회는 두 차례의 투
표를 실시(후보자의 과학적 자격에 관하여 1차 투표에서 Anderson
이 5표로 1위, Destouni는 3표 획득. 과학적 업적 및 1995년 규칙
을 고려한 2차 투표에서는 Destouni가 6표로 1위, Anderson은 2
표)하여 대학총장에게 Destouni의 임용을 제안했고, Anderson 2
위, Fogelqvist 3위로 처리
- Destouni가 지원을 철회하자 총장은 Fogelqvist를 임용하기로 결정
하면서 Anderson(남성)과 Fogelqvist(여성) 간 업적 차이는 Fog
elqvist(여성)를 위한 적극적 차별이 임용에서의 객관성 요구에
반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봄.
- Anderson(남성)과 Abrahamsson(여성)은 재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 국내법원(재심위원회)
- Anderson(남성)과 Fogelqvist(여성)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춘 후
보자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nderson(남성)이 과학 분야에
서 Fogelqvist(여성)보다도 더 능력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봄.
- 다만, 임용에서의 객관성 요구가 뜻하는 바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선발되지 않으면 연구고등교육과
․
같은 중요한
사회적 임무의 수행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
적극적 차별조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된 사안을 검토해 보면 Fogelqvist(여성)의 임용이 객관성 요
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은 아니라고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규칙이 규정한 적극적 차별제도가 공
동체법(즉, 76/207호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ECJ에 선행 판결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
① 공직(교수직)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고 진출이 적은 성(性)
에 속한 후보자를 다른 성(性)의 후보자(적극적 조치가 없었다면 선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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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을 후보자)보다 우선적으로 선발(즉, 적극적 특별대우, positive
special treatment)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되, 후보
자간 자격의 차이가 임용에서의 객관성 요구에 반할 정도로 큰 때에는 적
극적 특별대우가 적용되지 않게 규정한 국내법이 76/207호 지침 제2조 제
1항 및 제4항에 위반하는지?
②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위반이라면, 사전에 정해진 제한된 일정
수의 직(1995년 규칙) 또는 개별 대학교가 채택한 특별프로그램(이 프로
그램하에서 적극적 특별대우 적용가능)의 일부로서 창설된 직의 임명에
한하여 적용되는 적극적 특별대우는 허용되는지?
③ 위의 ②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위반이라면, 후보자들이 그 업적
(merits)의 면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에 진출이 적은 성(性)에 속한 후보자가 다른 성(性)의 후보자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룰은 76/207호 지침에 위반되는지?
④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이
일정 기간의 하위직 임용(lower-grade recruitment posts)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고위직(highest posts) 임용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 유럽사법재판소41)
- ① 본 재판소가 Kalanke, Marschall, Badeck 판결에서 검토한 적
극적 차별에 관한 법과 달리 본 사건의 국내법은 충분한 자격은
있지만 다른 성(性)의 후보자에 비하여 자격이 떨어지는 진출이
적은 성(性)의 후보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선발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스웨덴법에
의하면, 해당 직의 필요(요구)에 근거한 후보자 자격 평가가 진출
이 적은 성에 속한 자의 직업경력의 불이익을 예방 내지 보상하
41) 본 사건에서는 선행 판결을 신청한 대학재심위원회가 공동체 로마조약 제177조
(현행 제243조)가 의미하는 법원(court or tribunal)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 역
시 다투어졌다. 왜냐하면 동 조약 제77조(현행 제243조)에 의하면 ECJ에 선행 판
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회원국 내의 법원으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사
건에서 ECJ는 스웨덴 대학재심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항상적독립적
․
기관이며 전속관할권을 갖고 있고 대심절차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동 조약상의 법원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하의
판결내용에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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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은 기준에 입각하고 있다고 여겨
지지 않음. 스웨덴 국내법은 남녀 후보자간 업적의 차이가 임용
에서의 객관성 요구에 위반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조건하에서 진
출이 적은 성에 속한 후보자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자
동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이는 추구하는 목적에 비
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본 사안의 선발방식은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 및 제4항, 공동체조약 제141조 제4항에 위반됨.
- ② 본 사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적극적 차별조치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갖는 절대적이고(목적수
․
단간) 불균형적인(disproportionate) 성질이 변경될 수 없으므로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 및 제4항에 반함.

- ③ 각 후보자의 특유한 개인적 상황이 고려되는 객관적 평가에
의해 모든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고 후보자들이 동일하거나 본질
적으로 동일한 업적을 갖고 있다면 진출이 적은 성(性)에 속한
후보자가 다른 성(性)의 후보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국내 판례상
의 룰은 76/207호 지침 제2조 제1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않음.
- ④ 공동체법상의 남녀평등대우 원칙은 충원되어야 하는 직의 레
벨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 판결 취지 : 불이익을 예방 내지 보상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이 결여
된 선발 절차를 통해 단지 자격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자
동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는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수단으로서 부당

○ 의의 : 남녀 중립적이거나 불이익을 예방보상하기
․
위한 객관적이
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의 차이가 있
음에도 자격의 충분성만을 이유로 하는 여성 우대의 적극적 조치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다. 평 가
1) 유럽사법재판소는 Kalanke 판결(1995년)에서 특정 직업 내지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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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의 숫자가 적고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여
성에게 자동적으로 승진우선권을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남녀가 자격(업적 및 능력)에서
동등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여성의 진출이 적은 곳에서
여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성을 우대하
는 적극적 조치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고
남성이 우선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선발기
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Kalanke 판결은 침묵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기회평등과 결과적 평등을
구분하면서 기회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허용되지만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적극적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한 부문 내의 모든 직급과 레벨에서 남녀의 동등한 진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 한 76/207호 제2조 제4항이 예정하고 있는 ‘기회평등’을 ‘이러
한 기회평등의 제공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결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기회평등의 관점에서 파악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2) Marshall 판결(1997년) 역시 여성의 숫자가 적은 상위직으로의 승진
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
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다만, Kalanke 사건과 달리 남성에
게 유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 승진 우선권이 부정될
수 있는 유보(예외)조항이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사건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즉, 동등
한 자격을 갖춘 남녀 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특유한 사정
을 고려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여성 차별적이지 않은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 남성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
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남녀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직업생활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편견(예 : 가사 내지
가족적 책임으로 인한 직업생활의 잦은 중단이나 결근 등) 때문에 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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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이 승진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남녀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
다는 사실이 양자가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기회평등에 기초하면서도 실질적
평등을 접목시키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여성
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내지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
적 조치의 정당성을 허용하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shall 판결은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여성
우선권이 배제될 수 있는 남성에게 특유한 객관적 사유, 그것도 여성 차
별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연령, 근
속연수, 부양자로서의 지위 등은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 차별적인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고려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3년 후의 Badeck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Marshall 판결은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여성 우선의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일
정한 수치상의 목표 내지 쿼터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에
관해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Badeck 판결(2000년)은 여성의 진출이 적은 공공부문에서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경우 일정 수치의 목표제 내지 쿼터제가 적극적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이 사건은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저진출(under-representation)
을 시정하기 위해 면접, 채용, 승진, 직업훈련 기회의 배분, 위원회
의 구성 등과 관련 여성 발전계획(상세하고 탄력적인 요건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을 수립시행하도록
․
요구한 법률

이 문제되었던 사건이다. 특히 해당 법률은 선발 기준과 관련 자격
(적격성, 능력, 직업성과)을 평가하기 위해 ① 고려되어야 할 내용
(육아개호
․
등 가사에 의해 획득된 능력과 경험은 자격에서 중요

한 것인 한 반드시 고려), ② 고려될 수 있는 내용(근속연수연
․
령최후
․
승진일은 자격에서 중요한 것인 경우 고려 가능), ③ 고려

되어서는 아니되는 내용(가족상의 지위나 배우자의 수입, 가사로 인
한 파트타임근로 내지 퇴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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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원칙이 부정될 수 있는 더 큰 법적 가치를 갖는 사유(즉, 가사
로 인한 퇴직자나 파트타임근로자, 중증장애인, 장기실업자의 우대
등 사회적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쿼터가 일률적경직적이지
․
않고, 해당
섹터나 기관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에 도달할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비록 외관상
중립적이나 전체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선발 기준이라 할지라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실질적 평등에 접근하는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 우선원칙이 배제될 수 있는 개인적 특수
상황의 유형을 일반화하지는 않았고, 단지 문제가 되었던 법규정(더 큰
법적 가치를 갖는 사유)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한편, Badeck 판
결은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경우의 사안이었다. 자격의 측면에서 남
녀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여성 우대의 적극적 조치가 허용될 수 있
는가 하는 점은 Abrahamsson 판결에서 다루어진다.
4) Abrahamsson 판결은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부분(대학)에서 남녀간
자격의 차이가 임용의 객관성에 반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더라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
다면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령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이러한 법령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진출이 적은 성(性)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수단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이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능력 내지 업적
을 보다 중시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는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수단을
택하는 적극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어떤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나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미국의 판례와는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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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균

1. 문제 제기
Becker(1971)의『차별의 경제학』이 출간된 이래로 차별에 대한 경제
학적인 이해는 그 깊이를 더하여 왔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학
적 틀 속에서 차별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낳게 되고 바로 이 점이 차별을
근절시켜야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학적 논거가 되었다. 이에 수많은 연구
들은 임금 및 고용 혹은 그 밖에 다양한 경제적 측면에서 남녀간, 인종간,
혹은 연령간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여 왔다. 특히 실증분석 측면에
서는 남녀간 혹은 인종간 임금차별에 대한 연구가 단연 그 연구의 규모면
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의 연구들
은 기본 접근방법으로 소위 잔여임금격차(residual wage gap) 추정법을
택하여 왔다. 즉 남녀간 존재하는 총 임금격차 중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는, 그리고 관찰 가능한 변수들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가 가져다주는 임금
격차 부분을 제거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잔여임금격차가 있다
면 이는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임금격차를 (예를 들어) 남녀간 임금차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잔여임금격차를 추정하는 과정
에서 대부분 개인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개개인의 노동생산성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으로 학력, 경력 등 대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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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variable)들을 사용하여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임금부분을 통제하
여 왔다. 따라서 남녀간 존재하는 총 임금 격차 중 이러한 관찰할 수 있
는 대리변수들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설명되
지 않는 나머지 부분이 남녀간 존재하는 ‘관찰할 수 없는’ 생산성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남녀간 잔여임금격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근절되지 않
고 지속되어 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Hellerstein, Neumark, and Troske
(1997) 등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임금에서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기
보다는 사업체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설
명함에 있어서 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잔여임금격차 접근법과는 달리,
이들은 차별을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하지 않은 경우 나타나는 결과에 대
한 직접적인 측정치인 이윤, 소유주 변경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남녀간 임금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사실
Becker의 이론이 고용주의 행위에 대한 이론인 만큼, 이에 대한 검증도
개인 단위가 아닌 사업체 혹은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남녀간 임금차별의 존재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체 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윤과 여성고용비율과
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만약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 혹은 사업체의 이윤과 여성고용비율은 아무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남녀간 임금격차는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
한 혹은 관찰 불가능한 생산성 차이에 기인하므로 여성을 더 혹은 덜 고
용한다고 해서 이윤이 변화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
녀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차별주의 편견
에 의해 발생할 경우,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할수록 기업의 성과는 올라갈
것이다. 즉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보다 경쟁적인 시장체계로의 변화가 차별을
근절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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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기업들을 경쟁상태에 있는 집단과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
지고 있는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
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위의 가설이 맞는다면, 경쟁적인 집단에서는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다. 이 가설이 지지될 경우 반차별 정책의 방향은 시장의 경쟁성 확보에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아울러 다룬다. 그 과정
에서도 임금차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력이 차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고용비율의
결정 요인으로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기업의 규모, 근속연수,
총 인건비 중의 교육훈련비의 비율, 팀워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변수,
노조 존재 여부 등, 여성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여성고용비율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차별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고용상황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지 아
니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
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기업별 여성고용비율이 해당 기업이 소속된 지
역의 여성 노동력 비율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② 최근의 고용변동 상황
이 여성의 고용상황을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③ 여성의 남성
에 대한 상대적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등
에 대한 분석은 현재 고려 중인 적극적 우대시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2. 임금 및 고용차별과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임금차별에 대한 기존의 수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남녀간 존재하는
임금격차 중 개개인의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을 차별에 의한 격차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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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법은 Becker(1971)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Becker의 고용주의
편견(prejudice)에 의한 차별 모형에 의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차별주
(discriminator)는 여성의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을 동
등한 생산성을 가진 남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평가절하하게 된다. 이를
수식을 이용하여 표현해 보자. 우선 차별주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U (π, M, F, K )= p⋅Y ( M, F, K ) - w M ⋅M - w F⋅
F - d⋅F - r⋅K‧‧‧‧‧‧‧‧‧‧‧‧‧‧‧‧‧‧‧‧‧ (1)

이처럼 차별주는 이윤극대화라기보다는 효용극대화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d는 차별주가 여성 고용에 대해 갖게 되는 부(-)의 효용을
나타내는 차별계수를 나타내며, p, w M, w F, r는 각각 생산물 가격, 남
성 임금, 여성 임금 및 자본의 가격을 나타낸다. 단기에서 자본이 고정되
어 있는 경우 효용극대화 1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MRPL M = w M, MRPL F - d = w F ‧‧‧‧‧‧‧‧‧‧‧‧‧‧‧‧‧‧‧‧ (2)

즉 남성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은 남성의 임금과 같으나, 여성의 임금은
여성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차별주가 여성 고용에 대해 주관적으로 갖
게 되는 차별계수의 차이와 같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차별주는 여성 노
동의 한계수입생산을 d만큼 주관적으로 평가절하하게 되며 그만큼 여성
의 임금을 낮게 지불하게 된다.
등식 (2)로부터 다음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w M -w F=( MRPL M-MRPL F)+d ‧‧‧‧‧‧‧‧‧‧‧‧‧‧‧‧‧ (3)
즉 남녀 사이의 임금격차는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한다. 첫 번째는 생산
성 격차( MRPL M - MRPL F)이고 두 번째는 차별( d)이다. 등식 (3)에서
만약 남녀 사이에 생산성 차이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것
이다.

w M -w F= d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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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별주가 주관적으로 여성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을 평가절하한 만큼
남녀간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이 격차는 바로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로 받
아들여진다.
이러한 Becker의 이론적 논거는 명료하나 등식 (3)에 근거한 실증분석
결과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개인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금
차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식 (3)에서 남녀간 존재하는 임금격
차 중 생산성 격차와 관련된 부분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
(d)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단위에서 노동생산성을 정확히 측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흔히 개개인의 노
동생산성과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예를 들어 학력 혹은 경력)을 사용하여
왔다. 즉 개인 임금 수준에서 이러한 ‘관찰 가능한’ 변수들을 ‘충분히’ 통
제한 후에도 여전히 남녀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면, 이는 바로 차별계수
(d)를 반영한다고 믿었다. 이 부분을 회귀분석의 맥락에서 언급하면 소위
잔여임금격차(residual wage gap)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임금격차를 남녀간 임금차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
이기에는 해결하기 힘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
으로 계산한 잔여임금격차가 모두 차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무리
가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개인의 생산성을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고 학력 혹은 경력 등 대리변수들로 통제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
개인의 관찰 가능한 변수들만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천부적 능력 혹은 근
로 동기 등 관찰 가능하지 않은 변수들과 관련된 생산성은 통제할 수 없
었다. 따라서 남녀간 존재하는 총 임금 격차 중 이러한 관찰할 수 있는
대리변수들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 설명되
지 않는 부분이 남녀간 존재하는 생산성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둘째, Becker의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들 중의 하나는 시장이 경쟁적인
경우 차별주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
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잔여임금격차가 정녕 차별을 반영할 경우 장기적
으로 존속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남녀간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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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임금격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따라서 이는 곧 차별이 아
닌, 관찰할 수 없는 생산성 면에서의 남녀간 차이를 반영한다고 결론짓고
있다(예를 들어 Fuchs, 1988, Chap. 3; O'Neil, 1994).
셋째, Becker의 차별주의 편견에 의한 차별이론은 표현 그대로 노동의
수요자의 행위를 다루는 이론이므로 이에 대한 실증분석도 개인이나 가
구 등 노동공급자가 아닌 사업장 혹은 기업 등 수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단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수요 측면에서의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변수들이 차
별주(수요자)의 선호와 관련된 변수들일 경우 추정결과는 편의를 갖게 된
다. Hamermesh(1993 : 400)도 지적하고 있듯이 노동공급측 조사에 근거
한 분석에만 치중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또 다른 측면, 즉 수요 측면에서
의 차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노동수요자인
기업의 행위 속에 차별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 발생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Hellerstein, Neumark, and Troske
(1997) 등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임금에서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의 역할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
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남녀간 임금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다. 사실 Becker의 이론이 고용주의 행위에 대한 이론인 만큼, 이에 대한
검증도 사업체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남녀간 임금차별의 존재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체 단위의 자료
를 이용하여 이윤과 여성고용비율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만약 여성에 대
한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 혹은 사업체의 이윤과 여성고용
비율은 아무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남녀간 임금격차는 남녀 사
이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한 혹은 관찰 불가능한 생산성 차이에 기인하므
로 여성을 더 혹은 덜 고용한다고 해서 이윤이 변화하는 경우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남녀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차별주의 편견에 의해 발생할 경우,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할수록 이윤수준
은 올라갈 것이다. 즉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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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 :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 없다면 기업의 이윤과 여성고용비율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여성고용비율과 이윤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차별의 증거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전통적인 잔여임금격차 접근
법이 가진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잔
여임금격차 접근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다른 추정상의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잔여임금격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우선 “만약 차별이 없었을 경우 여성은 현재의 관찰할 수 있는 특성들
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한 후 그 값
과 실제 여성들이 받게 되는 임금과의 격차를 계산하고 있다. 이 접근방
법은 근본적으로 여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
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차별의 형태는 남성을 우대하는 방향으
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의 계산 방식은 우
선 “남성이 우대 받지 않고 여성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경우 현재의 관찰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한 후 그 값을 실제로 받는 값에서 빼줌으로써 차별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격차 부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차별의 형태가 어떠
한 형태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은 극
심한 색인(index)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차별이 없을 경우 공통
의 임금함수를 여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남성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별
의 규모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
비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접근법은 이러한 색인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보다 경쟁적인 시장체계로의 변화가 차별을
근절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이슈도 역시
Becker(1971)에 의해 제기되었었다. Becker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차
별주의 기업 성과는 비차별주의 성과보다 낮다는 것을 보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경쟁시장에서 차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차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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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독점이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독점기업의 기업주는 차별적인 성향을 가질 경우 독점이윤을 은폐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윤의 일부를 ‘우대’하고 싶은 집단에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반독점 규제를 피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자
신의 차별적인 기호를 만족시키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차별주는 효용극
대화 주체이지 이윤극대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Becker(1971)는 이어서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경쟁(competition)
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만약 생산물 시
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고 시장 내에 차별적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주들이 많을 경우, 차별주는 결국 경쟁시장에서 도태된다. 물론 생산
물 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차별주가 아예 처음부터 시장에 존재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나아가 Becker는 생산물 시장이 완전경쟁이 아니라고 하
더라도 진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적어도 비차
별주가 한 명 존재할 경우, 차별은 경쟁을 통해 줄어들게 됨을 보였다. 이
에 다음과 같은 Becker의 두 번째 가설이 성립된다.
가설 2 : 시장이 경쟁적이 될수록 차별은 근절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경쟁상태에 있는 집단과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위의 가설이 맞는다면 경쟁
적인 집단에서는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정의 상관
관계가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이처럼 차별과
경쟁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설 2’가 지지될 경우 반차별 정책의 방향은
시장의 경쟁성 확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차별과 시장지배력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차별을 근절시킴에 있어서 경쟁시장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이에 합당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처럼 임금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으로 성차별을 검증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한 이유는, 이윤이 임금보다는 성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측정치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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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아울러 다룬다. 그 과정
에서도 임금차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력이 차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일부 연구들은 (예를
들어 Holzer, 1998) 사업체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고용비율과 사
업체 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역시 Becker
(1971)의 이론에 의하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차별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그러
한 시장지배력이 사업체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보다 대규모
사업체에서 여성고용비율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고용비율
과 기업규모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많다. 예를 들
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숙련수준이 높아지며 교육훈련의 기회가 더 많
아진다(Garen, 1985; Brown and Medoff, 1985; Lynch and Black, 1995).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교육 및 숙련 수준이 높으므로 대규모 기업은 소
규모 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이 아닌 이유로) 남성을 더 고용할 유인을 갖
는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 시장지배력을 나타내
는 변수 외에도 근속연수, 총인건비 중의 교육훈련비의 비율, 팀워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변수, 노조 존재 여부 등, 여성고용비율에 영향을 미
칠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기업의 시
장지배력이 여성고용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차별의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나아가 ②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변수도 사업체 규모와
같은 대리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보다 직접적인
변수를 제조하여 사용한다(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
다). 기업의 규모 등 시장지배력에 대한 대리변수들은 어느 정도 측정오
차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할 경우 고용 측면에서의 성
차별을 연구함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3 :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여성고용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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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가설 1’～‘가설 3’까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실증분석 결과
가. 데이터 및 변수 소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하고 있는 사업체패널 자료42)를
1차부터 3차 연도까지 사용하여 분석한다. 특정 기업이 복수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체 특성과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들 사이
에 불일치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표본에서 모두 제외시켰다. 즉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사업체들은 모두 1기업 1사업체이므로 본 연구
를 기업 단위의 분석으로 해석해도 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지, 그
리고 경쟁의 도입이 차별을 근절시켜 나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임금차별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를 나타
내는 변수(예를 들어 이윤)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 여성고용비율
과 여러 가지 통제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차별과 경쟁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비율과 해당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나타내
는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분석한다. 앞의 ‘가설 2’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변수를 제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계산한
다. 이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는 표본 기업들을 산업
별로 분류한 후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액의 총합 중에서 그 산
업에 속한 특정 기업의 매출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변
수다. 이를 ‘시장점유율 1’이라고 칭하자. 이 변수는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
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산업의 분류를 3단위 이상
42) 사업체패널 자료의 표본설계 및 설문지 구성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홈페
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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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분류할 경우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의 관찰치 수가 지나치게 적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곧 시장점유율 변수의 측정오차로 이어
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대비 그 산업에 속한 특정 기업의 매출액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이를 ‘시장점유율 2’라고 칭한다. ‘시장점유율 2’는 ‘시
장점유율 1’과 비교하여 그 수치가 특정 산업 셀에 속한 기업체의 수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산업을 분류할 때에도 본 연구에서는 2단위와 3단위에서의 분
류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상적으로는 4단위 5단위에서의 분류를
사용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4단위 이상에서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체 표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임금차별
<표 6-1>은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여성의 고용비율이 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당기순이익의 로
그값이다.43) 지역 더미 변수와 산업 더미 변수는 모든 모형에 포함시켰으
나 보고의 간결성을 위해 추정된 계수값들은 보고하지 않겠다. 우선 제1
열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여성고용비율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유의미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임금 측면에서의 성차별을 시사하고 있다. 여
성고용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기업의 이윤은 6.5%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며 이 수치는 통계학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하다. 한편 제3
행의 수치를 보면 총 고용규모로 표시되는 기업의 규모는 이윤에 유의미
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제4행의 추정치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노조
가 존재하는 기업의 이윤은 약 470%( ( e 1.7385 -1)×100) 더 높은 것으로

43) 1개의 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정 사업장은 매출액 혹은
당기순이익 등 성과 변수를 기업 단위에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복수사업장 보유 기업들을 표본에서 제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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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물론 이는 노조의 존재와 기업의 이윤율의 인과관계에 대한 어
떠한 시사점도 주지 못하며, 단지 노조의 존재와 이윤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할 뿐이다. 기업의 이윤은 해당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 얼
마나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므로 제2열과 제3열
에서는 시장점유율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시켜서 분석한다. 물론
총 고용규모도 시장지배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변수는 아니며, 일차적으로는 그 기업의 규모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윤율 효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열에서는 2단위
산업에서 ‘시장점유율 1’의 값이 0.05 이상인 기업들의 값을 1로 하는 더
미 변수를 추가하고 재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제3열에서는 ‘시
장점유율 1’을 연속변수 형태로 그대로 추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에서나 여성고용비율의 계수의 추정치
는 그 크기에서나 통계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예상한 대로 제2열 및 제3열의 추정결과 모두에서 시장점유율
변수의 계수는 양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으며, 동시에 총 고용규모의
계수는 제1열의 수치와 비교하여 줄어들었다.44) 이상의 발견은 일단 ‘가
설 1’을 지지한다.
그러나 <표 6-1>의 추정치들은 기업고유의 고정효과가 존재하고 이것
이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편의(bias)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관찰할 수 없는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 및 환경이 기업별
로 다를 수 있으며, 이 기업고유의 기술이 여성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무시하고 추정하면 여성고용비율의 계수는 편의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의심은 노조 더미변수의 계수의 추정값에서도 증폭되고 있다.
노조의 존재가 기업의 이윤창출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노

44) 별도의 표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3～04년도의 데이
터만을 별도로 사용하여 상기한, 그리고 차후의 분석을 모두 반복하여 보았다. 그
이유는 한국노동연구원 자체 조사결과 2002년도 데이터상에 다양한 문제점이 지
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2002년 데이터를 분석
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추정치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2002년도
데이터를 제외시킬 경우 자유도의 감소로 인하여 추정치의 유의성이 다소 감소할
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시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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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1)

(2)
***

(3)
***

5.5438
(0.3237)

5.1263***
(0.3114)

4.9095
(0.2957)

여성고용 비율

0.0652**
(0.0219)

0.0479*
(0.0279)

0.1143***
(0.0265)

총 고용규모

0.2879***
(0.0330)

0.1973***
(0.0323)

0.1881***
(0.0309)

***

1.7385
(0.1500)

***

노조 유무

1.4133
(0.1458)

1.6190
(0.1368)

상수

2.2858***
(0.1794)

***

시장점유율 1-더미

X

시장점유율 1-연속

X

X

지역 더미

O

O

O

산업 더미

O

O

O

R

0.185

0.255

0.270

관찰치 수

1,765

1,765

1,765

2

X
5.7958***
(0.4898)

주 : 종속변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로그를 취한 값. ( )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조 더미 변수는 양으로 유의미하게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로라도 특정 기업의 이윤이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바로 그러한 상황이 노조의 창출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노조의 이윤창출효과로 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이유
가 여성고용비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표에서
보듯이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은 다소 빈약한 편이다. 특히 자본장비
율 등 자본 측면에서의 투입요소가 전무하며, 기술혁신 등 생산성 관련
변수들도 고려할 수 없었다. 차후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생략된 변수들의
효과를 이 기업의 고정효과로 간주하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추정치의 편
의문제를 고려하고자 한다.
‘가설 2’와 관련하여, <표 6-2>에서는 성차별에 있어서의 시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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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표 6-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기
순이익의 로그값이다. 제1열에서는 <표 6-1>의 제1열에 있는 모형에 시
장점유율의 더미와 여성고용비율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
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 여성고용비율의 계수는 통계적으로나 그 크기에
있어서 무의미하게 추정되었으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매우 유의미하게
<표 6-2>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 시장점유율 1
(1)

(2)

(3)

(4)

(5)

***

5.1690
(0.3119)

***

5.4047
(0.3161)

***

상수

5.6033
(0.3213)

***

4.9046
(0.2924)

4.9674***
(0.2946)

여성고용 비율

0.0015
(0.0311)

0.0250
(0.0301)

0.0333
(0.0286)

0.0926***
(0.0264)

0.0691**
(0.0285)

***

0.2889
(0.0327)

***

0.2021
(0.0324)

***

0.2323
(0.0327)

**

총 고용규모

0.1755*
(0.0306)

0.1927
(0.0307)

노조 유무

1.6540*** 1.3976***
(0.1496) (0.1458)

1.5627***
(0.1475)

1.5312***
(0.1359)

1.5637***
(0.1367)

X

X

X

***

***

시장점유율 1-더미

2.1742
(0.1874)

X
*

***

**

***

(시장점유율 1-더미)
여성고용 비율

0.3689
(0.0674)

0.1381
(0.0679)

X

X

0.2571
(0.0613)

시장점유율 1-연속

X

X

X

4.2602***
(0.5412)

5.5598***
(0.4907)

(시장점유율 1-연속)
여성고용 비율

X

X

0.1897
(0.0199)

0.1295
(0.0204)

X

지역 더미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

2

***

***

R

0.199

0.256

0.225

0.287

0.277

관찰치 수

1,765

1,765

1,765

1,765

1,765

주 : 종속변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로그를 취한 값. ( )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시장점유율 1’이란 표
본 기업들을 산업별로 분류한 후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액의 총합
중에서 그 산업에 속한 특정 기업의 매출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
타내는 변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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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었다. 즉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즉 시장점유율이 5% 이하인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성고용비율이 기업의 성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
는 것과 대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성고용비율이 더 높을수
록 기업의 이윤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이 독점화될수록 여성
에 대한 임금차별이 존재할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발
견은 일단 ‘가설 2’를 지지한다. 제2열에서 ‘시장점유율 1’로 만든 더미 변
수를 추가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비록 추정된 상호작용항 계수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제3열
과 제4열에서는 제1열과 제2열의 분석을 그대로 반복하되 ‘시장점유율 1’
변수를 더미 변수 형태가 아닌 연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제1
열과 제2열의 추정치들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매우 흡사하나 제4열에 있
는 모형의 경우 여성고용률 자체의 효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조차도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성차별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이다. 제5열에서는 ‘시장점
유율 1’을 그대로 연속변수로 통제하면서도 상호작용항을 구성함에 있어서
는 이를 더미 변수 형태로 사용한 경우이다. 이 잡종(hybrid) 모형은 시장
점유율을 연속변수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
함과 동시에 상호작용항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이 경우도 여성고용
률 변수 자체의 효과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들 사이에서도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0.257로 매우 크게
추정되어 역시 시장이 독점화될수록 성차별의 여지가 더욱 커짐을 나타
내고 있다.
<표 6-3>은 ‘시장점유율 2’를 사용하여 <표 6-2>의 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2’를 더미 변수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그 값이 2보다 큰
경우를 1로 하였다. 그러나 그 기준값을 1이나 3으로 바꾸어도 아래의 모
든 결론들은 질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시장점유율 1’ 대신 ‘시장점유율 2’
를 사용할 경우 추정된 계수의 크기 및 유의성은 어느 정도 달라지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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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 시장점유율 2
(1)

(2)
***

(3)
***

상수

5.6264
5.3214
(0.3205) (0.3065)

여성고용 비율

(4)

(5)

5.3290
(0.3023)

***

5.0563
(0.2852)

5.0742***
(0.2850)

0.0013
0.0134
(0.0305) (0.0291)

0.0506*
(0.0288)

0.0678**
(0.0272)

0.0587**
(0.0272)

총 고용규모

0.2884*** 0.1766***
(0.0326) (0.0322)

0.2910***
(0.0305)

0.0272
(0.0338)

0.0304
(0.0334)

노조 유무

1.6214*** 1.3842***
(0.1496) (0.2994)

1.6697***
(0.1405)

1.5177***
(0.1327)

1.4987***
(0.1330)

2.8449***
(0.2157)

X

X

X

0.4581*** 0.0284
(0.0729) (0.0768)

X

X

0.1297*
(0.0672)

시장점유율 2-더미
(시장점유율 2-더미)*
여성고용 비율

X

***

***

***

시장점유율 2-연속

X

X

X

0.3832
(0.0258)

0.3777
(0.0250)

(시장점유율 2-연속)*
여성고용 비율

X

X

0.0564***
(0.0085)

0.0078
(0.0086)

X

지역 더미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2

R

0.203

0.276

0.230

0.318

0.319

관찰치 수

1,765

1,765

1,765

1,765

1,765

주 : 종속변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로그를 취한 값. ( )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시장점유율 2’란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대비 그 산업에 속한 특정 기업의 매출액 비
율을 말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반적인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경쟁적일수
록 성차별은 감소하는 반면, 독점화될수록 차별은 보다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표 6-4>의 제1열～제5열까지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서의 이윤 대신 두 시점 사이에서 정의되는 이윤증가율을 사용하
고 있다. <표 6-1>～<표 6-3>까지의 내용은 비록 성차별의 존재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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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이윤 증가율 결정요인 : 시장점유율 2
(1)
상수
여성고용 비율
총 고용규모
노조 유무

(2)

(3)

(4)

(5)

(6)

-0.2359 -0.2485 0.3298 0.3264 0.4006 0.6151
(0.5928) (0.5992) (0.4980) (0.5086) (0.5028) (0.7490)
-0.0121 -0.0168 -0.0630 -0.0640 -0.0348 -0.0367
(0.1107) (0.1149) (0.0921) (0.0953) (0.0925) (0.0295)
0.0843 0.0834 0.1309 0.1305 0.1075 -0.0775
(0.0878) (0.0880) (0.0905) (0.0914) (0.0733) (0.1479)
-0.2623 -0.2633 -0.4577* -0.4579* -0.4540* -0.4939**
(0.2983) (0.2988) (0.2497) (0.2501) (0.2505) (0.2489)
0.1299
(0.8478)

X

X

X

X

(점유율 2-더미)* 0.1299 0.1746
여성고용 비율
(0.1618) (0.3338)

X

X

0.0441
(0.1710)

X

점유율 2-연속

X

X

X

0.0040 -0.0798
(0.1168) (0.0754)

X

(점유율 2-연속)*
여성고용 비율

X

X

지역 더미

O

O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O

O

0.076

0.076

0.077

0.077

0.075

0.0575

401

401

401

401

401

397

점유율 2-더미

2

R

관찰치 수

X

**

0.0414* 0.0427
X
(0.0226) (0.0450)

0.0600
(0.0295)

주 : 종속변수는 2002～03년 기간의 이윤 증가율. ( )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시장점유율 2>란 특정 산업
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대비 그 산업에 속한 특정 기업의 매출액 비율을
말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는 데에 있어서 매우 시사적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
로 당기순이익의 로그값을 사용함으로써 변수들의 통제문제에 매우 민감
한 종속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는 기업의 규모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총 고용규모로 기업의
규모효과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지만 이는 고용면에서의 기업의 규모
만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수준(level) 변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
는 추정치의 민감도를 고려하기 위해 <표 6-4>에서는 이윤증가율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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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로 사용하여 재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연도 사이의 성장
률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업체 패널에서는 기업의 성과변수를 전(former)
연도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윤증가율을 2002～03년도 기간에 대
해서만 사용하고 설명변수는 2002년의 것을 적용한다.45)
이윤 수준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이윤증가율을 종속변
수로 사용할 때 설명변수들의 설명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2002～03년도 사이에 모두 표본에 존재한 기업들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고용비율
들의 계수는 모두 음으로 추정되어 마치 시장지배력이 약한 기업들 사이
에는 오히려 여성고용비율을 높일수록 이윤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
타나나 그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처럼
이윤증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노조의 더미 변수는 모두 음으로 추정되었
고 제3, 4, 5열 및 제6열의 경우 통계적으로나 추정치의 크기로 보아 유의
미하게 나타나, 노조의 존재는 이윤증가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앞선 표들에서와는 달리 노조 더미 변수의 계
수가 음으로 바뀐 것은 일차적으로 종속변수를 이윤수준이 아닌 이윤증
가율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업고유의 고정효과가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달리 표현하면 이윤을 수준변수로 사용할 때에는 변수들을 충분
히 통제할 수 없었던 이유로 인하여 노조의 존재와 기업의 이윤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종속변수를 이윤율로 바꿈으로써 관찰 가능한 혹
은 관찰 불가능한 기업고정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난 후에는 노조
의 존재가 이윤율 증가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최대의 관심인 상호작용항의 계수 역시 모든 경우에 전과
마찬가지로 양으로 추정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 비유의성은 일차적으로 표본오차(sampling error)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외적으로 제3열의 경우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10% 유
의수준에서 양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45) 물론 종속변수로 이윤증가율을 사용함에 따라 <표 6-4>의 모형들은 <표 6-1>～
<표 6-3>에 있는 모형들과 비교하여 그 계수의 의미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187

<표 6-4>의 제6열에서는 모형 설정을 다소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2002～03년 기간 이윤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003년의 이윤의 로그
값으로부터 2002년의 이윤의 로그값을 빼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노조
유무 변수와 지역 및 산업 더미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설명변수들의
값들도 두 기간 차분하였다. 한편 시장점유율 변수도 이전까지와는 다른
변수를 사용하였다. 사업체패널 조사는 매 조사시 과거 3년 동안 해당 사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1～5
중 하나의 숫자로 대답하는데, 1은 매우 크게 감소한 경우를 나타내고, 5는
매우 크게 증가한 경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도에 응답한 시
장점유율 변화 변수를 사용하였다. 결국 제6열의 모형은 더미 변수를 제
<표 6-5> 이윤 및 이윤증가율 결정요인 : 3단위 산업에서 시장점유율 계산
이윤
(1)

이윤
(2)

이윤증가율
(3)

이윤증가율
(4)

5.6089***
(0.3223)

5.3606***
(0.3024)

-0.2546
(0.5922)

0.3198
(0.4981)

여성고용 비율

0.0184
(0.0308)

0.0303
(0.0299)

-0.0255
(0.1130)

-0.0837
(0.0955)

0.2867
(0.0328)

***

총 고용규모

0.2745
(0.0306)

0.0876
(0.0859)

0.0598
(0.0717)

노조유무

1.6694***
(0.1500)

1.6601***
(0.1406)

-0.2519
(0.2982)

-0.4428*
(0.2501)

(시장점유율 2-더미)*
여성고용 비율

0.3177***
(0.0712)

X

0.1771
(0.1452)

X

(시장점유율 2-연속)
여성고용 비율

X

0.0764
(0.0114)

X

0.0429
(0.0239)

지역 더미

O

O

O

O

산업 더미

O

O

O

O

상수

***

*

2

***

*

R

0.194

0.231

0.078

0.077

관찰치 수

1,765

1,765

401

401

주 : ( )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시장점유율 2’란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대비 그 산업에
속한 특정 기업의 매출액 비율을 말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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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차분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제5열까지의 모형들보다 이윤
수준 결정 모형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정결과는 놀랍게도 제5열까지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여성고용비율
의 계수는 음이지만 역시 무의미하게 추정되었고, 노조 더미 변수는 음으
로 유의하게 이윤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을 보다 크게 증가시켜 온 기업일수록 여성의 상
대적 고용을 증가시킬수록 이윤율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
차별과 시장지배력의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표 6-5>에서는 시장점유율 2를 계산함에 있어서 3단위 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사실 2단위에서 계산된 시장점유율은 시장에서의 독점력
을 나타내기에는 성격이 다소 다른 산업들을 통합해 놓은 문제가 있다. 3
단위 산업으로 관찰치들을 분류할 때는 특히 특정 산업에 속한 사업장들
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점유율 2’의 방법을 채택한다.
제1열과 제2열의 수치들은 기업의 이윤 수준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
여 얻은 추정치들이며, 제3열과 제4열의 추정치들은 이윤증가율을 종속
변수로 한 경우이다. 보고의 간결성을 위해 각 모형에 시장점유율 변수
자체를 추가적으로 변수로 포함시킨 경우의 결과들은 생략하겠다.
여성고용비율의 계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의미하게 추정되어 시장
이 완전경쟁적일수록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제1열과 제2열의 경우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
었다. 제3열에서 ‘시장점유율 2’를 더미 변수로 사용하여 이윤증가율을 설
명할 경우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역시 양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못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변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윤증가율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제4열의 상호작용항의
계수의 추정치에서 볼 수 있듯이 양의 값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나, 시장지배력이 보다 큰 기업에 성차별이 더욱 심각하게 존재함을 시
사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임금 면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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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여성고용비율의 증가가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현상은 해당 기
업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 경쟁은 차별의 여지를 줄인다
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고용차별
<표 6-6>은 여성고용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기업의 시장지배력의 영향
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종속변수가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로짓모
<표 6-6> 여성고용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모형 : 최소 2년 연속 관찰된 사업체
표본

상수
총 고용규모
노조 유무
시장점유율 2-연속
(레벨)
시장점유율 2-연속
(차분)
시장점유율 변화
(직접 응답)
지역 더미
산업 더미
R2
관찰치 수

(1)
-2.1274***
(0.5928)
-0.0102
(0.0312)
***
-2.5852
(0.2983)
**
-0.0985
(0.0459)

(2)
5.0828***
(0.2447)
-0.0631
(0.1026)
-0.1515
(0.1205)

(3)
5.4235***
(0.3041)
-0.0418
(0.1005)
-0.1123
(0.1162)

X

X

X

-0.1166
(0.1271)

X

X

X

O
O
0.246
1,765

O
O
0.065
495

-0.1000*
(0.0579)
O
O
0.072
532

주 : ( )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제1행에서의 종속변수는 ln (p t/(1- p t ))로 p t는 여성고용비율을 나타
내며, 제2행 및 제3행에서는 더미 변수를 제외하고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모두 2002년과 2003년 사이에서 차분하였음. ‘시장점유율 2’란 특정 산업에 속
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대비 그 산업에 속한 특정 기업의 매출액 비율을 말
함. 제3열에서 사용된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변수는 인사관리자가 직접 응답
한 변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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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1열의 종속변수는 ln (p t/(1- p t ))로 p t는
여성고용비율을 나타내며, 설명변수는 모두 수준변수를 사용하였다. 반면
제2열에서는 더미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종속변수나 설명변수를 모두 차
분하였다. 제1열과 제2열의 시장점유율로는 3단위에서의 ‘시장점유율 2’
를 사용하였다.46) 제3열은 제2열의 모형과 같으나 다만 시장점유율 변수
로 본 연구에서 계산한 ‘시장점유율 2’를 차분시켜서 사용하지 않고 <표
6-4>의 마지막 행에서처럼 인사관리 담당자가 직접 응답한 변수의 값을
사용하였다.
세 모형 모두에 있어서 노조의 존재는 여성고용비율을 낮추는 방향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제1열의 모형의 경우 그 추정치는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총 고용규모의 계수는 모두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시장지배력 변수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경우
Holzer(1998)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기업의 규모는 더 이상 여성고용비율
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시장지배력 변수의 표본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시장점유율 변수를 모형에서 삭제할 경우 총 고용규모
의 계수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는 시장점유율
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추정된 계수의 값은 세 경우 모두
-0.1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만 제2열의 모형에서는 추정
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시
장지배력이 커질수록 성차별의 여지는 더 커져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여성 고용의 비중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채택한
데이터에서는 ‘가설 3’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표 6-6>의 결과는 고용 면에서의 성차별의 존재를 알리는 데에는 시
사적이지만 분석에 포함된 관찰치의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떨
어지고 있다. 이는 고용 측면에서의 다양한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기에는
하나의 제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보다 흥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변수를 다양한 설명변수와 상호작용시켜
46) 그러나 2단위에서의 ‘시장점유율 1’이나 ‘시장점유율 2’를 사용하여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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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정함으로써 고용 면에서의 성차별 특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에
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자유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린 요인은 차분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두 연도에 모두 있는 사업체들을 선별하였기 때문이다. 즉 두 연도 중 한
연도에만 표본에 잡혔던 많은 사업체들을 표본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차후에서는 등식을 차분하지 않고 수준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사실
차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체 고유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에 시
장점유율의 효과에 대한 보다 건강한(robust) 추정치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표 6-1>～<표 6-6>까지 일련의 추정치들을 비교해 보면 같은
성격의 계수에 대해 차분 여부와 상관없이 (비록 추정된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정된 계수의 부호는 같았으
며, 많은 경우 계수값 자체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시장점유율을 나
타내는 변수로는 기업의 규모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① 시장점유율과 기업의 규모는 표본상관계수가 매우 높으며
② 비록 시장점유율이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보다 잘 대변하지만 측정오
차가 심하며47) ③ 총 고용규모 변수는 시장점유율 변수와 비교하여 변수
의 누락이 덜 심하여 역시 표본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
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분석에 포함된 총 사업체의 수는 4,275개로 늘릴 수
있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분석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우선 인
사관리 담당자가 직접 응답한 “최근 3년간 경쟁기업의 수가 증가했는가”
에 대한 응답을 사용한다. 증가한 경우를 1로 하고 증가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 변수 형태로 사용한다. 또한 팀워크의 중요성 변수(1～7
까지의 숫자 중 7이 가장 중요한 경우), 총 인건비 중 교육훈련 비용의 비

47) 아마도 이 측정오차가 상당히 심하다면 앞에서 임금차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
정한 상호작용항의 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방향으로 편의를 가질 것
이며(attenuation inconsistency), 이를 고려하면 임금차별의 증거는 앞에서 제시
한 추정치들이 시사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 실제로 <표 6-4>의 제3
열과 제6열의 추정치는 다른 변수들은 동등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의 변화에 관
한 변수만 다른 상태인데, 직접 응답한 변수를 사용했을 때 추정치가 보다 유의하
게 나타난 것은 제조된 변수의 측정오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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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실시여부(1=실시) 등의 변수도 분석에
포함시킨다.
<표 6-7>은 확대된 데이터로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제1열의
기본 모형을 보면 기업의 규모는 여성고용비율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볼 때 과연 규모가 큰 사업체와 작은 사업체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여성이라든가 고령자에 대해 차별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 우선 Becker(1971)의 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경
쟁적인 기업과 비교하여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더 차
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독점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차별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규
모가 클수록 여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채용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러나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더 크므로 차별을 더 의식할 가능
성이 있다는 면을 생각해 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여성에게 우호적
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추정 결과는 Becker(1971)의 이론이 예측
하는 바와 일치되게 나타났다.
노조 더미의 계수도 마이너스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어, 노조의 존재
도 여성의 고용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사실 이
발견도 시장이 경쟁적인 상황에서 멀어질수록 차별의 가능성은 더욱 커
져 여성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앞의 문단에서 발견한 내용과 일맥상
통한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존재는 경쟁과는 배치되는 개념으로 받아들
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경쟁기업의 수가 증가한 사업체에서는 여성의 고용비
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앞의 두 발견과 일치한다. 경쟁
기업수의 증가는 시장지배력의 감소의 이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대도시 지역에서는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여성고용비율이 더 높으며, 사내에서 팀워크를 더욱 강조할수록 여성고
용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식과 부합된 결과를 낳고 있다.
총 인건비 중 교육훈련 비용의 비율은 여성의 고용비율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
로자와 장기간의 고용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

제6장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193

<표 6-7> 여성고용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모형 : 전체 사업체 표본

상수
총 고용규모
노조 유무
총 고용규모*노조 유무
경쟁 기업의 수
대도시 여부
팀워크의 중요성
총 고용규모*팀워크의 중요성
총 인건비 중 교육훈련비 비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여부
산업 더미
2
R
관찰치 수

(1)
-3.9343***
(0.2470)
-0.1200***
(0.0250)
-1.0213***
(0.0753)
0.3635***
(0.0764)
0.1918***
(0.0785)
-0.1260***
(0.0240)
-0.2769***
(0.0180)
-0.5409***
(0.1740)
O
0.165
4,275

(2)
-4.0659***
(0.2509)
0.2339**
(0.1196)
-0.9762***
(0.0789)
-0.1531*
(0.0859)
0.3575***
(0.0763)
0.1915**
(0.0784)
-0.1056***
(0.0248)
-0.0625***
(0.0202)
-0.2792***
(0.0180)
-0.5171***
(0.1740)
O
0.167
4,275

주 : ( )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종속변수는 ln (p t/(1- p t ))로 p t는 여성고용비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하면 교육훈련에의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장기간의 근로관
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의 통계를 보면 평균 근속연
수가 여성에게 더 짧게 나타나므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과
부합하여 해당 계수의 값은 음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제2열에서는 총 고용규모와 다른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용 면
에서의 차별의 성격을 한층 더 분석하고 있다.48) 가장 중요한 발견은 노
48)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규모 변수를 모든 설명변수와 상호작용시켜 동시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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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더미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음으로 유의하다는 점이다. 제2열
에 있는 모형의 경우 총 고용규모변수 자체의 계수는 양으로 유의하게 추
정되었다. 결국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상대적 고용은 악화되
어 가는데 그 정도는 비노조 기업보다는 노조기업에서 더 크며, 비노조
기업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규모가 여성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달리 요약하면,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상대적 고용상
황이 악화되어 가는 현상은 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규모와 팀워크의 중요성의 상호작용항도 음으로 매우 유의하
게 추정되었다. 물론 팀워크의 중요성 변수의 계수 역시 음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팀워크가 중요할수록 여성고용을 기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커짐
을 의미한다. 이 자체를 차별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팀 단위의 인
적자본이론(team human capital)이 존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질수록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 성차별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독과점을 규제하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차별을 줄여 나
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바로 Becker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일치한다.
본절의 논의를 마감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상기할 필요를 느낀
다. 본 분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변수들 중의 하나인 시장점유율 변수
는 상당한 측정오차를 수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적으로는 4단위, 5
단위 등 보다 세분화된 산업에서 계산했어야만 하는데 데이터의 제약상
3단위 산업까지에서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점유율을 계산함에 있
어서도 인사관리 담당자가 보고한 매출액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도 보고상 오차(reporting error)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설명변수의 측정오차는 추정된 회귀계수의 절대값을 영(0)의 방향으
로 희석시키게 되고,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해당 설명변수의 통계
적 유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한 추정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나
Wald 검정을 통해 유의한 상호작용항들만을 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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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 중 시장점유율과 관련된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표에 나타난 것보다
더 유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 성차별이 존
재하며 그 차별의 정도는 시장이 독과점화될수록 더욱 커진다는 앞에서
의 결론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비록 사업체 데이터에 근거한 방법론이 현재로서는 임금 및 고용차별
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
로서도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차별에 대한 수량적인 설명을 시
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전통적인 잔여임금격차에
의한 방법론은 ‘만약 잔여임금격차가 차별을 반영한다면’ 차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수량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Hellerstein et al.(1997) 류의 방법론이 비록 차별의 증거 제시에 있어서
는 전통적인 방법론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방법론도 정
보전달 방식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 단계 더 발전된 방법론에서는 노동의 수요자, 즉 고용주의 행위
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면서도 차별에 대한 수량적 설명을 시도할 수 있기
를 바란다.

4. 고용기회지수 분석
지금까지는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어떤
경로를 거쳐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역점을 두었다. 여기서는 Hutchens가
개발한 채용기회지수(hiring opportunity index)를 변형시켜 분석함으로
써 최근 여성고용 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어 가고 있
는지를 분석하며, 악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
한다. Hutchens(1986)는 지연보상제도(backloaded compensation scheme)
가 고령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채용기회
지수를 만들어 이용하였다. 이는 특정 산업 - 직종 셀에서 신규로 채용된
(hired) 총 근로자들 중에서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수의 비율을 같은 셀
에 고용된(employed) 총 근로자수 중 그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비율로
나눈 값이다. Hutchens는 이 지수를 근속연수라든가 연금 등 지연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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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변수들을 설명하는 데에 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직종 셀 대신 사업장 단위에서 이 지수를 사용한
다. 산업 - 직종 셀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과 비교하여 사업체 단위에서 분
석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사업장 단위의 고용변동을 사업체의 특성과
연결시킴으로써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업체들이 여성고용 상황을 악
화시키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Hutchens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허친스 지수를 설명해야 할 변수로 본다. 왜 사업장별로 채용
기회지수가 차이가 나는가? 이 차이가 경제학적으로 설명 가능한가 아니
면 차별에 기인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를 피설명변
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여성 고용과 관련된 허친스 지수를 검토해 보자.
H fi (여성 고용기회지수) =

ΔE fi E fi
/
‧‧‧‧‧‧‧‧‧‧‧‧‧‧‧‧‧‧ (5)
ΔE i E i

여기서 분모는 특정 시점(t)에서 사업장 i 에 종사하는 총 근로자들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분자는 t 와 ( t+1) 두 시점 사이에서 변
동한 총 고용규모 중에서 여성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 지수의 의미를 음미해 보자. 특정 사업장이 두 시점 사이에서 고용
규모를 100명 늘렸다고 하자. 그리고 이 중 여성이 40명이어서 확대된 고
용인원 중 여성의 비율은 40%라고 하자. 또한 이미 기존의 총 근로자들
중 여성의 비율은 30%라고 하자. 이 경우 그 특정 사업장의 고용확대 후
여성의 고용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분자의 비율이 30%보다 적을
경우 그 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은 채용 후 더 낮아져서 여성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수의 값이 1보다 크다는 것
은 해당 사업체의 여성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다. 첫째, 이 지수의 의미는
현재로서는 여성의 고용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두 시점 사이에서 해당 사업체의 생산 환경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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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더 이윤 극대화에 부합될 경우, 그리고 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남성을 더 고용한 경우 단순한 지수 값의 하락을 근거로
여성차별이 악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 반대의 추론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증거를 수량적으로 논하기가 힘들
다는 현실 속에서 이 지수 값은 총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고용상황이 개
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이
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적극적 우대시책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원래의 허친스 지수는 산업-직종 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
문에 고용의 규모가 감소하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이를 사업장 단위로
분석할 경우 종종 사업장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허친스 지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한다. 총 100명을 추가적
으로 채용할 때 여성이 30명 포함된 경우와 총 100명을 해고할 때 여성이
30명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성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시사점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절대값을 적용하여 허친스 지수를 양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를 유발한다.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지수의 값이 1
을 넘는 경우가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을 의미하지만, 고용이 감소되
는 경우에는 여성에게 보다 불리하게 해고가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예를 들어 현재 여성의 고용비중이 30% 상태에서 100명을 해고하
는 데에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
의 방편은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사업체나 감소하는 사업체 모두를 병합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
으로 특성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친스 지수를 사용한다.
H fi - up=

ΔE fi E fi
/
‧‧‧‧‧‧‧‧‧‧‧‧‧‧‧‧‧‧‧‧‧‧‧‧‧‧‧‧‧‧‧‧‧‧ (6)
ΔE i E i

H fi - down=

ΔE fi
E fi
/
+2 ‧‧‧‧‧‧‧‧‧‧‧‧‧‧‧‧‧‧‧‧‧‧‧‧‧ (7)
∣ΔE i∣ 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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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수의 분자와 분모에 절대값을 취하고
지수를 계산한 후 2를 더해 주면 된다. 2를 더해 줌으로써 고용이 증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1이 넘는 경우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고용 구
성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고용비중이 30%
인 사업장이 100명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여성을 33명 포함시키는 경
우와, 100명을 해고시킴에 있어서 여성을 27명 포함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여성고용의 상대적 지위변화라는 면에서 볼 때 같으며 두 경우 모두 허친
스 지수가 1.1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개별 사업장별로 허친스 지수 값을 계산한 후 평균값을 계산할
때 과연 사업장 규모로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에 대한 대답은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의 관
심이 ‘평균적인 사업장’에서의 여성고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만약 ‘전체
여성 근로자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가?’에 있다면 사업장 고용규모에 가중
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가중치를 사용한 경과를 보
고한다. 가중치를 이용하여 식 (2)와 (3)을 통합시키면 다음과 같은 여성
고용기회지수가 만들어진다.
H f = ∑( H fi - up+H fi - down)×E i/ ∑E i ‧‧‧‧‧‧‧‧‧‧‧‧‧‧‧‧‧ (8)
i

i

넷째,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이상적으로는 채용(new hires)과 해고
(layoffs)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나 현실적인 자료 제약으로 인하여 두 시
점 사이의 총고용 및 여성 고용(employment)의 변화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49)
[데이터]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체패널 조사 자
료를 1차년도(2002)～3차년도(2004)까지 사용한다. 우선 여성 고용 문제
49) Hutchens(1986)도 산업-직종 셀에서의 고용 변화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허친스 지수도 채용기회지수라기보다는 고용기회지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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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2002년, 2003년, 그리고 2004년 각 연도에 보고된
총 근로자수와 여성 근로자수를 이용한다. 따라서 여성 고용기회지수는
2002～03년과 2003～04년 사이에서 정의된다.
한편 사업체패널 조사에서는 2004년 부가조사에서 허친스 지수의 분자
에 해당하는 변수와 유사한 정보를 직접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대답
하게 하였다. 질문은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을 거쳐 동일한 능력과 잠재
력을 가진 두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최종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
하고 있는데 이 중 한 사람을 선발한다고 할 때 그 중 남성을 선발할 가
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이다. 또한 이 질문에는 지난 신입사원 선발의 경
험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이 질문을 바탕으로 여성 선발
가능성은 (1-남성 선발 가능성)으로 구하여 허친스 지수의 분자로 사용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허친스 지수는 앞에서 언급한 방법
으로 구한 지수와 두 가지 면에서 성격상 차이를 보인다. 첫째, 전술한 지
수에서는 남녀 사이의 생산성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평균적인’ 생산성을
가진 남녀를 비교할 때 남성 혹은 여성을 채용활 확률을 나타내는 데에
반해, 2004년 부가조사에서 추출한 정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른 조
건이 같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둘째, 부가조사에서의 응답
은 (비록 과거의 경험을 대답해도 된다고 했지만) 일단 인사관리 담당자
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지만, 앞에서 소개한 채용기회지수는 각 사업장이
‘실제로’ 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비교해 봄으로써
다양한 흥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차별이나 고용기회지수에 대한 논의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전체 비정규직 근로
자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2002년 조사에서는 보고하고 있지 않아서 정
규직에 있어서의 여성고용기회지수에 대한 논의는 2003～04년에 대해서
만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기회지수를 다양한 그룹별로 비교 분석한
다. 우선 고용기회지수가 7개 산업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한다. 나아
가 앞의 차별 논의와 맥을 같이하여 해당 사업장이 시장에서 독점력을 잃
어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고용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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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묻는 ‘경쟁기업의 수’로는 지난 3년 동안 사
업장의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기업의 수가 감소하였는지,
변화가 없는지, 아니면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으로 경쟁기업이 증가할수록 차별의 관행은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현재
여성차별이 존재한다면’ 여성고용기회지수의 값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사업체 규모, 평균근속연수, 노조 존재 여부, 평균 연령, 지역별
로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표 6-8>의 제1행의 수치들을 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여성의 비율(통계청 자료 인용)은 연도와 상관없이 51.4%다. 과연 성차별
을 행하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 사업장 평균 여성고용비율이 51.4%가 되
어야 하는가에 데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가사 등의 이유로 여
성 스스로 비경제활동상태를 선택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2행에서는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여성 비율을 기록하였다. 비교적
단일 변수로는 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량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변수
이므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만약 ① 생산성과 관련한 모
든 특성들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없고 ② 한 가지 형태의 직종만 존재하
며 ③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행의 수치들을 보면 (비록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
키는 수치들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의 여성고용의 비율은 노동을 공급하
고자 하는 근로자들 중 여성의 비율을 훨씬 밑돈다. 제4행에서 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여성고용비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면 총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표본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것과 달리, 사업장내
여성 고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중 여
성고용비중 역시 2003년에 26.8%였던 것이 2004년에는 29%로 상승하였
다. 이러한 수치들은 일단 여성의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는 개선되어 가
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2004년 정규직에서의 여성고용비율을 계산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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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사업장 총고용 중 여성비율 비교
2002

2003

2004

15세 이상 인구 중 비율

0.514

0.514

0.514

경제활동인구 중 비율

0.410

0.410

0.415

0.229
[1,008]

0.269
[1,963]

0.272
[1,940]

-

0.268
[1,896]

0.290
[792]

사업체내 고용
비율

전체
정규직

주 : 2002년도 조사 자료로는 총 정규직수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 )
안의 수치들은 사업체의 수를 나타냄.
자료 : 15세 이상 인구 중 비율과 경제활동인구 중 비율은 통계청. 사업체내 고용비율
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로부터 필자가 계산.

정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각 연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
의 표본구성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표 6-8>의 결과를 놓고 과연 동일 사
업체 내에서 여성고용비중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확대되어 가
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여성의 고용상황이 진정으로 개
선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은 아래에서 계속 진행하겠다.
<표 6-8>의 수치들은 차별과 관련은 있으나 그 자체가 직접적인 차별
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이는 차후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결론지
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다음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고용기회지수를 이
용하여 여성의 상대적 고용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
어 가고 있는지, 개선 혹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면 주로 어떤 경로를 거치
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는 차후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9>에서는 채용기회지수를 이용하여 여성의 고용 면에서의 상대
적인 지위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여성의 경우 과거의
실적치를 볼 때 2002～03년 기간 고용이 증가한 사업체의 고용기회지수
는 대략 1로서 여성의 상대적 고용이 현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고용이 감소된 사업체들에서는 고용기회지수(이는 2를 더하지
않은 실제의 값임)의 절대값이 1보다 약간 작게 나타나서 여성의 상대적
고용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두 부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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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합성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기회지수의 값은 0.972로 1에
매우 근접하여 여성의 상대적 고용이 별로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크게 악
화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2003～04년 기간으로 확
대해 보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체들의 경우 지수의 평균값은 1.043으로
여성 고용상황이 상당히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고용이 감소된 사업체들의 경우는 채용기회지수의 값이 -0.753으로 그
절대값이 1을 훨씬 밑돌아 여성의 상대적인 고용이 보다 크게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합할 경우에도 지수의 평균값은 1.158로 1보다
크게 나타나 여성의 상대적 고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발견은
<표 6-9>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 고용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에 미약하게나마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표에는 제
시되어 있지 않으나 2002～03년 및 2003～04년 두 기간의 수치들을 모두
평균할 경우 고용기회지수의 값은 1.103으로 역시 여성의 상대적 고용 상
황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에는 여성의 상대적 고용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3～04년 기간 고용이 증가된 사업체들
가운데에서 고용기회지수의 평균값은 0.8을 약간 밑돌고 있다. 그러나 정
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축소된 사업체들 가운데서는 여성고용 상황
<표 6-9> 여성 고용기회지수

전체

증가
0.986
[168]

2002～03
감소(실제 값)
-0.934
[398]
0.972
[566]

X

X

정규직
X

증가
1.043
[551]

0.790
[198]

2003～04
감소(실제 값)
-0.753
[681]
1.158
[1,232]
-0.938
[256]
0.957
[454]

2004
채용가능성
0.367
[844]

0.374
[534]

주: [ ]안의 수치들은 사업체 수를 나타냄. 여성의 경우 2002～03년과 2003～04년
평균은 0.87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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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수의 평
균값이 0.957로 정규직에서의 여성의 상대적인 고용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주로 사업체가 고용을 확대
시킬 때 비례적으로 남성의 고용을 더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 발견은 <표 6-8>에서 관찰한 바와 일치성이 결여된다. <표 6-8>에
서는 정규직의 경우에도 여성의 상대적 고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표 6-8>의 수치들은 2003년 및 2004년 두 연도에 대해 사업
체 표본의 구성을 통제하지 않고 계산한 수치이다. 결국 두 연도에 계속
표본에 남아 있었던 사업체들 가운데에서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여성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왔으나, 2003년도에 비해 대거 표본에서 탈락한 사업체
들의 여성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표본의 구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여성고용 상황은 나아진 것처럼 보인 셈이다.50)
<표 6-9>의 마지막 열의 수치들은 여성의 채용가능성을 나타낸다. 우
선 채용가능성은 0.5가 넘을 경우 차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할 때나 채용가능성은 37% 정
도로 나타나 채용시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 수치는 인사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응답한 수치라서 차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실제 차별의 규모는 이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심각
하리라고 판단된다.
<표 6-10>은 여성고용비율, 고용기회지수 및 채용가능성을 특성별로
요약한 것이다. 추정치들은 2003～04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
며, 제1행에는 전체 근로자들 중의 여성고용비율을, 그리고 제2행에는 전
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기회지수를 기록하였다. 제4행과 제5
행은 제1행과 제2행의 변수들을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여 재추정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제7행에서는 채용가능성을 특성별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대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사업체의 관찰치 수를 나타낸다. 한편 각 특성

50) 일반적으로 여성고용비중이 낮은 사업체들이 표본에서 탈락하는 현상은 제Ⅲ장
의 발견들이 시사하는 바(즉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차별주의 기업 성과는 낮아
져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와 일치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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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은 중앙값(정수)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
어 사업체별 평균 근속기간을 내림차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앙값은 5
년이며, 5년 이하인 사업체들의 평균 여성 고용기회지수는 0.910이며 5년
을 초과하는 사업체들의 평균 고용기회지수는 0.792로, 평균 근속연수가
더 긴 사업체에서 여성고용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속연수는 임금 및 각종 부가급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근속연수가 보다 긴 사업체
에서 여성고용비중이 보다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고용의
양적인 측면을 떠나 여성의 총체적인 경제적 지위가 남성과 비교하여 더
욱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기회지수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비중 자체도 근속연수가 더 긴 사업체들에서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하락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볼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우선 근속연수의 장단과 관계없이 고용기회지수는 정
규직만을 대상으로 할 때 현저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정규직 내에서
도 고용기회지수는 근속연수가 더 긴 사업체에서 0.264로 나타나 상대적
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사업체들의 고용기회지수인 0.568의 반에도 못 미
친다. 심지어 인사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응답한 채용 가능성에서조차 여
성의 채용 가능성은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사업체에서는 38.2%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사업체에서는 35.1%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표 6-10> 특성별 여성고용비율, 고용기회지수 및 채용 가능성
근속연수
5년
5년
이하 초과
0.296 0.234
전체
0.910 0.792
여성고용
[1,225] [575]
비율, 고용
0.365 0.232
기회지수
정규직 0.568 0.264
[226] [228]
0.382 0.351
채용 가능성
[442] [402]

연령
36세 36세
이하 초과
0.286 0.252
0.827 0.974
[1,244] [556]
0.338 0.246
0.371 0.475
[260] [194]
0.394 0.334
[463] [381]

사업체 규모
130인 130인
이하 초과
0.280 0.272
0.749 0.990
[878] [922]
0.297 0.300
0.352 0.461
[189] [265]
0.372 0.363
[382] [462]

노동조합
없다

있다

0.300
0.839
[1,166]
0.326
0.620
[269]
0.361
[307]

0.228
0.908
[612]
0.260
0.048
[178]
0.370
[535]

주 : [ ]안의 수치들은 사업체 수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제6장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205

<표 6-11> 산업별 여성고용비율 및 고용기회지수
모든 근로자
전체
0.111
2.397
[3]
0.283
광업, 제조업
0.727
[983]
0.10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0.804
업
[140]
0.389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
0.867
식점업
[202]
0.131
운수업, 통신업
1.137
[167]
0.283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1.478
임대업
[118]
0.371
서비스업
1.047
[187]

농업 및 임업, 어업

고용
증가
0.155
2.822
[2]
0.278
0.693
[381]
0.112
0.696
[61]
0.400
0.623
[79]
0.152
1.061
[53]
0.282
1.611
[48]
0.342
1.105
[96]

고용
감소
0.023
1.548
[1]
0.288
0.750
[602]
0.094
0.888
[79]
0.381
1.024
[123]
0.121
1.172
[114]
0.283
1.386
[70]
0.401
0.986
[91]

정규직
전체
0.190
1.299
[1]
0.301
0.225
[233]
0.129
0.930
[26]
0.434
0.287
[54]
0.162
0.329
[40]
0.235
1.089
[43]
0.383
0.618
[57]

고용
증가
0.190
1.299
[1]
0.268
-0.248
[102]
0.148
2.844
[10]
0.422
-0.307
[21]
0.194
0.026
[17]
0.237
0.954
[16]
0.426
0.850
[31]

고용
감소
0.327
0.593
[131]
0.117
-0.267
[16]
0.441
0.665
[33]
0.138
0.552
[23]
0.233
1.169
[27]
0.331
0.342
[26]

주 : [ ]안의 수치들은 사업체 수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2002, 2003, 2004년도 조사 자료.

한편 연령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나 정규직을 중심으로 보나 평균 연
령이 더 낮은 사업장에서 여성의 고용비율이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전체적으로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할 때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여성고용 상황이
보다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조 유무별로 보
면 우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서 고용
기회지수 값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나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정규직에
서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0.620)와 비교하여 있는
경우(0.048)는 고용기회지수가 현저하게 낮아서 여성고용 상황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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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이나 부가급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근
로복지 수준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체
에서 훨씬 더 높다는 면을 생각해 보면, 노조 기업에서의 보다 빠른 여성
고용비율의 감소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후퇴가 단순히 고용 측면에서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보여준다.
<표 6-11>은 여성고용비율 및 고용기회지수를 산업별로 요약하고 있
다. 고용기회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전반적인 여성고용의 악화는
주로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산업별 고용기회지수의 값은 세
산업 모두에서 고용이 감소할 때보다는 증가할 때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세 산업에서 고용을 확대할 때 여성을 상대적으로 덜 채용하
는 것이 여성고용을 악화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정규직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의 상대적 고용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은 광공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외에 운수통신업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광공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고용확대시 오히려
여성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통신업에서조차 고용 증가
시 여성의 고용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을 제외하
면 전반적으로 사업체 표본의 수가 적어서 추정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
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성의 고용상황 악화는 정규직이든 비정규
직이든 고용을 축소할 때 비례적으로 여성을 더 감축시켰다기보다는 고
용을 확대할 때 여성 채용을 기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규직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해 온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
여 ①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가와 ② 경쟁이 차별을
근절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검증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임금
면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기업을 시장지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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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으로 양분할 경우, 시장지
배력이 낮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성고용비율과 기업의 이윤증가율 사이
에는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
은 기업들에서는 여성고용비율이 기업의 이윤 및 이윤증가율과 강한 정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발견은 Becker의 임금차별이론이 예측하는 바
와 일치한다. 고용 측면에서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여성의 상
대적 고용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
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독과점을 철폐하
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임금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근절
시킬 근본적인 대책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여성의 상대적 고용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에서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상황 악화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기업이 고용을 축소할
때 비례적으로 여성을 더 퇴출시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용을 확대할
때 여성 채용을 기피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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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국 기업의 다양성관리와 기업성과

성상현

1. 문제 제기
가. 연구 배경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글로벌 경영활동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력의
유입과 활용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로 인한 기업간 인력이동의 활
성화, 평등 추구와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규제 강화 등 제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조직내 인력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진입장벽 속에서 차별받아 왔던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불만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 및 사회통합을 위해 여성인력 친화적인 정책
이 입안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
성인력이 크게 늘어났다. 1980년대 중반까지 금녀의 학과이던 경영학과
와 공대에 진학하는 여성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전국의 공대 여성비율이
20%를 초과하게 되었다. 여성의 고학력화에 비해 여성의 경제 활동은 상
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지식기
반 경제의 확산으로 여성적 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까지 인종문제가 없었던 우리나라도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인종
에 따른 다양성 문제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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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2004년도에 총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인다(노동부, 2004a).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더불어 2004년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
입되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외인력이 유입되고 있다. 다양한 외국인
력의 유입으로 이문화에 대한 다양성관리는 이제 다인종 국가에서나 논
하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채용형태가 신입사원 위주에서 경력사
원 위주로 변화되었다. 1997년에 신규채용이 59.3%, 경력채용이 40.7%였
던 것이 2002년에는 신규채용이 18.2%로 줄고, 경력채용이 81.8%로 늘어
나 급격히 역전됐다(노동부, 2003). 이것은 한국의 고용시장에서 전문성
을 축적한 경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이들의 이동장벽이 보다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고용시장의 유연성 증가는 기업에서 인력
구성의 복잡성과 다양성 증가로 이어진다. 즉 다른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
면서 습득한 이질적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정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조직 내에서 경험과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이 증가함을 뜻한다.
조직의 인력구성의 다양성은 임시직과 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

아웃소싱의 증가 등 경제적사회적
․
요인, 고용평등 등 정책적 규제, 글
로벌화로 인한 해외 다국적 인력의 유입과 공동작업 증가, 국제적 경쟁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력다양성의 확

대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인력다양성 확대의 일
차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인력 확대 현상에 대해서조차 소극적, 적
극적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소극적 의미의
대응이란 외부적 압력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는 피동적 측면을
말하며, 적극적 대응이란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다양성
을 활용하고자 하는 능동적 측면을 말한다. 우리 기업은 인력다양성 전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더불어 다양성 확대를 강제하는 사회적 압력
에 대한 대응, 나아가 이를 기업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동시에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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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입법 조치는 실제 고용을 담당
하는 기업의 인사제도와 관행으로 구체화될 때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입법 조치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관련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식으로
회피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집단의 고용과 활용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
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
입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소수
집단 고용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기
업의 자발적 차별철폐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동일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력을 많이 고용한 기업들이 성과가 낮
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다면, 기업의 소수집단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기업의 인력구조와 성과의 관계에 대한 포
괄적 분석을 통해 양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민족, 단일언어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이질적 인력에 대한 수용
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문화적 풍토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기
업내 유입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
적자원관리 제도가 다양한 소수집단의 고용과 활용에 친화적으로 설계되
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관행’(이하 인사제
도로 사용)이 이질적 인력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기준과 절차를 가질 경우
기업의 인력구성 다양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매
우 암묵적으로 행해지거나 때로는 공공연하게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다양성 관점에서의
분석은 차별방지와 고용평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성에 친화적인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도입정도가 높을수록 기
업의 성과가 높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성에
보다 개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의 인력구성 다양화 정도와 인적자원
관리 제도의 현 실태 및 이들이 성과와 갖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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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를 통해 차별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성 있게 작
동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인력구성 다양성과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들과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서의 다양성의 의미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주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실증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다양한 인력을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은 어
떤 실태에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다양성에 친화적인 제도와
성과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력구성의 다양성 정도와 기업성과의 관계
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에 친화적인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제도와
관행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양성관리를 위한 인
사제도가 한국 기업의 현실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
째, 기업별 여성비율,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성 인력구성 비율과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인적자원관리 제도 및 다양성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서구와 다른 한국의 현실에서
의 기업의 다양성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 범위로 삼고자 한다. 본 분
석은 인사제도와 인력구성 및 기업성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조직 차원의 연구이다.
실증분석은 표본자료에 대해 통계도구를 이용하여 기초통계와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기업 경영진의 다양성관리에 대한 관점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자료는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성상
현, 2004)를 활용하였다. 기업별 인력구성 비율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
한 실증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실태조사 중 인사담당자가 응답한
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재무정보 자료가 통합된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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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업체패널 데이터가 표본으로 활용되었다.

2. 이론적 배경
가. 다양성의 정의
다양성의 분류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주요 분류방식을 몇 가지
살펴보면 <표 7-1>과 같다. Deluca & McDowell(1992)은 다양성을 사업
다양성, 조직다양성 및 인력다양성의 3가지 영역으로 대분류하고, 그 가
운데 인력다양성은 성이나 인종과 같은 소속집단과 환경적, 행동적 요인
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유전자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이외에 환경과 행동
에서 비롯되는 요인들은 다양성을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환경
적 요인은 조직구성원의 삶의 현재 상황에 관한 것으로 연령, 근속, 결혼
여부, 가족상태, 경제적 위치, 지리적 위치 등을 포함한다. 아직 많은 조직
들이 구성원의 이러한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종업원을 동질적
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단일한 복리후생 패키지, 퇴직프로그램, 경력개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동적 다양성은 유전자적, 환경적 요인의 다양성
보다 주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작업스타일, 문제해결 스타일,
욕구와 욕망, 가치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된다.
Thomas(1992)는 다양성을 인종과 성을 넘어 연령, 조직 근속, 기능적

배경, 교육적 배경, 성별, 신체적 상태, 라이프 스타일, 인수합병
․
다양성,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과 비대상, 노조원과 비노조원, 종교 등 모든 차
이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한 사
회의 주류를 이루는 인종과 성은 다양성의 일부일 뿐이며, 인종과 성에서
동질적인 조직이라도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한
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다양성을 ‘다차원적 혼합’, 즉 총체적인 혼합으로
정의한다. 통상 인적자원관리에서의 다양성은 이와 같은 인력의 다양성
을 의미한다.
Jehn et al.(1999)은 정보다양성, 사회적 범주 다양성, 가치다양성의 구
분을 제안하였다. 정보다양성은 지식기반과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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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다양성 분류 방식(예시)
저자(연도)

분류방식
- 유전자적 요인 : 인종, 성별
- 환경적 요인 : 연령, 근속, 결혼상태, 가족의 지위, 지리적 위치,
Deluca &
경제적 위치
McDowell(1992)
- 행위적 요인 : 업무 스타일, 문제해결 스타일, 욕구, 가치 등 주
관적 요소
- 인구통계적 다양성 : 과업기능, 연령, 근속
Glick et al.
- 구조적 다양성 : TMT에 의해 시장과 사업, 지리적 및 기능적
(1993)
다양성
Jackson et al. - 과업관련 속성 : 기술(skill), 능력(ability)
(1995)
- 개인적 속성 : 低과업관련 속성(less task-relevant attributes)
- 식별이 용이한 다양성(readily detectable diversity) : 성, 인종,
국가, 연령
Milliken &
- 관찰이 어려운 다양성(less observable diversity) : 가치(성격,
Martins(1996)
문화적 가치, 사회경제적 배경), 기술과 지식(교육, 기능, 직업,
산업경험), 동기(cohort membership : 조직과 집단의 재직기간)
- 가시성과 과업관련성의 매트릭스(Visibility &job-relatedness
matrix)
Pelled(1996)
․ 높은 가시성과 낮은 과업관련성 : 연령, 성, 인종
․ 낮은 가시성과 높은 과업관련성 : 근속, 교육, 기능
- 표면적 다양성(surface level diversity) : 명백한 생물학적 특성
에 따른 인구통계적 속성(연령, 성, 인종/민족 등)
Harrison et al.
- 심층적 다양성(deep level diversity) : 심리적 속성(성격, 가치,
(1998)
태도, 신념 등)
- 사회적 범주 다양성(social category diversity) : 인종, 성, 민족
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소속되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다양
성 요소
Jehn et al.
- 정보다양성(information diversity) : 지식기반과 관점의 차이를
(1999)
가져오는 교육적 배경과 훈련, 업무경험, 전문성의 차이
- 가치다양성(value diversity) : 과업, 목표, 목적, 미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차이
Barsade et al. - 전통적인 인구통계적 다양성, 인지적 다양성+정서적 다양성
(2000)
(affective diversity)을 추가
Webber &
- 과업관련 정도
Donahue(2001)
- 지식기반다양성(knowledge-base diversity) : 직무관련성이 높
은 다양성인 근속, 업무지식, 교육수준을 포함
백윤정 등
- 사회적 범주 다양성(social category diversity) : 연령, 출생지
(2002)
를 포함
자료 : 성상현(2004)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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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과 훈련, 업무경험, 전문성의 차이로 구성된다. 사회범주 다양성은
다양성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인종, 성, 민족과 같은 사회
적 범주에 소속되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다양성 요소이다. 가치다양성
은 집단의 과업, 목표, 목적, 미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차이를 의미한다.
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에 관한 40년간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Williams & D’Reilly(1998)
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
지 않는다.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성의
유형(types of diversity : 정보다양성, 인구통계적 다양성)이나 상황변수
(contextual aspects : 과업과 조직의 성격), 개입변수(intervening variables :
의사소통, 갈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정체성 이론과 정보다양성 이론에서는 다양성을 사회범주다양성
과 정보다양성(Williams & O’Reilly, 1998)으로 나누고 그 영향이 서로 다
르다고 한다. 사회범주 다양성은 인종, 성별, 나이와 같이 외면적으로 드
러나는 차이를 의미하며(Jackson & Alvarez, 1992; Pelled, 1996), 이러한
차이는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범주를 구분하게 하
여 집단 상호작용을 저해한다. 반면 정보다양성은 교육적 배경, 훈련, 직
무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과 관점의 차이로, 이러한 차이가
크면 새로운 통찰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Levine & Resnick, 1993).
반면 이러한 정보다양성 역시 직무 관련 논쟁이나 업무관련 갈등(Jehn et
al., 1999)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다양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기보다 단순히 그
때까지 연구된 문헌들의 정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양성 유형별로 성과
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 및 이들 관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
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한다(Webber & Donahue, 2001). 그러나 Webber
& Donahue(2001)은 다양성(높은 직무관련성과 낮은 직무관련성으로 분
류)이 응집성(cohesiveness)과 성과(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4개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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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지 못하였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집합적 시너지로 전환하는 리더십이라고
한다(Deluca & McDowell, 1992).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산업화
시대에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예외관리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
추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차이를 문제로 보고 갈등은 줄여야 한다는 ‘효율
성 마인드 세트’가 지배한 반면, 정보화 시대에는 시장이 급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변화를 관리하는 것
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차이는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하며 ‘다양성 마인드 세트’는 다양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다. 다양성을 보는 관점과 다양성관리전략
다양성관리에 대한 선진기업 경영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01년도에 실시된 포춘 1000대 기업 및 100대 일하기 좋은 기업의 121명
의 HR전문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조직의 다양성관리가 기업문화의 개
선(83%)과 종업원의 사기향상(79%)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
친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다양성관리가 기업문화
를 증진시킨다’는 응답이 79%, ‘채용을 개선한다’가 77%, ‘고객관계가 개
선된다’가 52%에 이른다. 개인간 갈등의 감소는 58%, 창의성과 생산성의 향
상에는 각각 59%와 52%가 유효하다고 응답하였다(SHRM Survey, 2001).
Thomas & Ely(1996) 및 Ely & Thomas(2001)는 다양성에 대한 시각
과 관리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해 제시하였다(표 7-2 참조). 차별-공정성
패러다임(discrimination-and-fairness paradigm)에서는 차별은 잘못된
것이므로 서로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다양성을 동질화시키는 관리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접근 - 정당성 패러다임(access-and-legitimacy
paradigm)은 이와 반대로 서로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조직목표
달성(예를 들면 소수민족과의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들 두 가지 패러다임은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 집단을 주변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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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다양성을 보는 관점
통합 - 학습 관점

접근 - 정당성 관점

차별 - 공정성 관점

핵심 업무와 업무프 다양한 시장과 고객 차별철폐를 통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로세스에 대한 정보 에 대한 접근의 용이 정의와 평등의
보장
획득과 업무의 질 성과 정당성 획득
이유
향상

다양성의 가치

- 높음: 학습과 변화 - 중간 : 조직과 시장/ - 낮음 : 불공정한
차별의 근거이므
고객 접점에서만
및 혁신의 자원
로 주류 문화와
필요한 자원접근성
문화적 차이를 핵
동화되어야 함.
과 정당성만 획득하
심 업무와 프로세
는 수준에서 차별화
스에 적절하게 통
할 필요가 있으면
합해야 함.
가치 있음. 그렇지
않으면 주류와 동
화됨.

자료 : Ely & Thomas(2001) 재정리.

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들이 제안하는 제3의 패러다임인 통합-학
습 패러다임(integration-and-learning)에서는 학습을 중시한다.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조직에서는 서로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러한 차이와 각
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험을 통해 유익한 학습을 촉진하고 창의성
을 발휘토록 한다는 것이다.
라. 다양성관리를 위한 인사제도
기업조직에서 다양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은 고도의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명령이며, 기업에 있어 채용, 유
지, 동기부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문제이다(Jackson & Alvarez,
1992). 이들은 다양성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은 인적자원의 가용성
(availability), 공정성(fairness), 시너지(synergy) 차원의 도전과제를 해결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담당자 및 부서)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한다. 단순히 한두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는 다양성을 촉진할 수 없
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함께 이루어지고 상호간에 강화작용을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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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정책관련 의사결정 역시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은 McMahan, Bell, & Virick(1998)이 예시한 다양성 관리제도의 내
용이다. 먼저, 채용제도와 관행은 누구나 일하고 싶은 회사(employer of
choice)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학교와 접촉하고 여러
언어로 된 매체에 채용공고를 내야 하며, 리쿠르터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다양한 인력의 채용이 가능할 수 있다. 다양한 인력이 채용되면 이들을
통해 다시 다양한 인력을 추천받을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다양해져
조직의 다양성이 더 높아지는 선순환을 하게 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선
발 제도는 선발 방식이 차별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지원자가
불공정하게 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인터뷰어
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지원자와 같은 다양성을 가진 인력이 포함되고, 인
터뷰어들이 다양한 인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잠재적 편견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인적자원이 조직에 선택되어 들어간 후에는 승진기회를 갖
게 되기를 희망하게 된다. 승진기회는 성과평가, 훈련 및 개발, 그리고 다
른 상사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인력이 공정하게 승진기회를 갖
는 것은 다양한 인적자원이 조직에 몰입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 필수적으
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를 위한 관리자훈련이 요구된
다. 평가도구에서 편견을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타당성을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격적’으로 신규고객을 발굴한다는 평가항목은 남
성편향적인 어감을 가지므로 신규고객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중립적
인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직무외적인 요인 또는 성과외적인
요인이 아닌 각자의 자질과 성과만으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진다면 구성
원의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더 좋아야
만 승진할 수 있다든지, 능력이 유사한 수준의 남성보다 여성이 승진율이
낮을 경우 그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동기부여가 될 수 없게 된다. 다
양한 인력이 직무와 능력, 성과에 의해 공정한 평가와 승진, 보상이 이루
어지는 관행은 쉽게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의 원
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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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업의 다양성관리 분석
가. 조사경과
한국 기업의 다양성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04년 9월부터 9주간
에 걸쳐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체 인사담당자 1,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을 통해 전화번호가 확인
가능한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어 2차에 걸쳐 응답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총 235개의 응답지가 회수되었다(응답률 18.6%). 가능한 한 응답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응답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응답자 중 본사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고직급자, 같은 직급에서는 장기 근속자를 기업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응답자(most knowledgeable rater)로 선별하여 이
들의 응답내용으로 표본 자료를 구성하였다(Wright et al., 2001). 이로써
176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본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72개(40.7%)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운수
및 통신과 금융보험업종이 41개(2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2개
(12.4%),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2개(18.1%), 그리고 건설업은 9개
(5.1%)를 차지하였다. 종업원 수는 평균 2,690명이고 총매출액 규모는 평
균 1,000억～1조 원 사이의 기업이 43.5%로 가장 많았다. <표 7-3>은 표
본 기업의 주요 특성별 분포이다.
<표 7-3> 표본 기업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제조업

72

40.7

9

5.1

도소매 및 숙박음식

22

12.4

전기운수통신금융보험업

41

23.2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32

18.1

0∼300

39

업종
건설업

종업원수(명)

주 : 백분율 소계가 100%가 안 되는 것은 결측값이 있기 때문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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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성에 대한 관점
본 조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Ely & Thomas(2001)의 개념적 모델인
세 가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한국 기업의 인사담당자
들이 다양성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을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귀사의 경영진은 다양한 속성을 지닌 인력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
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국 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개념이 타당한지 분석하
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성 항목에 일부 변동이 발생
했다. 새롭게 구성된 변수는 내용상의 의미에 맞게 변수명을 변경했다.

즉 1차 요인분석 결과 통합학습
․
관점과 접근정당성
․
관점이 혼재되어
나타났으며, 차별공정성
․
관점으로 묶은 6개 항목이 분리되어 불공정한

차별을 철폐하는 관점과 다양한 인력을 보호하고 조직에서 구성비를 증
가시키는 관점으로 양분되었다. 설문항목의 내용상 이들 항목은 고용증

진 관점과 동질화 관점으로 명명하였다. 2차 요인분석 결과 통합학습
․

관점은 학습존중 관점으로, 접근정당성
․
관점은 활용 관점으로 구분하

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 중심의 다양성 이론과 실증을 통해 도출한 구
성 개념이 한국 기업의 현실에서는 달리 적용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조직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
진들의 관점과 인식수준이 중요하다. Benschop(2001)은 HRM 활동의 설
계와 실행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다양성관리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의
해 영향을 받고 HRM 활동이 성과에 연결된다고 한다. 다양성에 대한 경
영진의 관점은 다양성관리 전략을 형성하고 조직의 성과, 인사제도 및 관
행의 도입,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표본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이 해당 기업 경영진이 취하고 있는 다양
성에 대한 관점에 대해 평가한 점수의 분포는 <표 7-4>와 같다.
분석 결과,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갖는 다양성에 대한 관점은 이중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점 유형별로 보면 다양성 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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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한국 기업의 다양성관리 관점별 점수분포
관점별 유형

학습존중 관점
(평균 3.44)

활용 관점(평균 3.47)

고용증진 관점
(평균 3.02)
동질화 관점
(평균 3.27)

세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차이에 대한 존중

3.68

0.82

학습과 창의성 촉진

3.29

0.92

필수자원이라는 가치의식

3.61

0.84

필요한 권한 부여

3.31

0.88

핵심 업무에의 다양성 활용

3.30

0.84

업무 전반에 걸친 배치 활용

3.52

0.77

고객접근을 위한 활용

3.44

0.80

사회적 정당성을 위한 활용

3.67

0.83

인력유형별 분업체계

3.15

0.95

차이의 수용과 이해 노력

3.65

0.94

취약집단 고용비율 증가

2.89

0.88

다양한 집단의 인사상 보호

3.26

0.91

수치적 보호목표 관심도

2.95

0.96

차이를 동질화하는 관리방식

3.06

0.97

차별 철폐를 통한 공정성 확보

3.69

0.90

주류문화와의 동화 지향

3.07

0.96

주 : 굵은 글씨는
글씨 비교적 높은 점수, 기울임체는 비교적 낮은 점수(5점 만점).

활용과 학습존중에 대한 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고용증진 관점의 점
수는 가장 낮게 분포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차이에 대해 존중하려는 의
식, 다양한 인력이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자원이라는 의식, 그리고 기업
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에 필요하다는 의식 등은 3.6점을 넘어 비교적 강
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약집단의 고용과 이들의 구성비율을 높이
려는 의식은 점수가 가장 낮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진들이 다
양한 이질적 인력이 기업에 필요하고 이들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실제로 더 고용하고 늘리
려는 실행 차원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움이 많음을 시사한다. 즉 다양성관
리에 대한 의식은 어느 정도 깨어 있고 선진적임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실질적 장벽이 높음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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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성 친화형 HR제도
다양성 친화형 HR제도는 다양성관리를 향해 조직을 이끄는 인적자원
정책과 양식의 통합적 집합체(Richard & Johnson, 2001)이며, 다양한 인
적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 공정성(fairness), 시너지(synergy)를 창출
하는(Jackson & Alvarez, 1992)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묶음이라고 한다.
다양성 친화형 HR제도의 각 측정항목은 McMahan et al.(1998), D’Netto
& Sohal(1999) 및 Dansky et al.(2003)이 사용한 항목을 참조하여 구성하
였다.
각 구성항목의 선정시 고성과 HR제도로 논의되는 개별제도(Pfeffer,
1998; Delery & Doty, 1996; Huselid, 1995; Walton, 1985; 배종석 등,
2003)와의 중복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일부 항목은 고성과 HR제도
항목과 중복되었다. 중복 항목을 예로 들면, 외부경력채용, 선발기준의 구
체성, 공정한 교육훈련기회, 직무군별 평가차별화, 업적 중시 평가, 보상
의 절차공정성, 능력과 성과중심의 승진, 의사결정 참여정도, 재량권 부여
정도, 의사소통정도, 의견청취제도, 자율적 직무수행, 탄력적 근무제도, 직
무책임과 범위의 탄력성 등이다.
따라서 McMahan et al.(1998)이 다양성 인력의 확보와 유지 및 활용에
관련이 깊은 제도로 제안한 항목을 중심으로 HRM 기능에 따라 채용, 육
성, 평가, 보상, 승진, 직무관리, 참여, 지위와 신분으로 구분하여 특정 기
능에 항목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3～5개 정도로 균분되도록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8개 기능분야 34개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5점
척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한국 기업의 다양성 친화형 HR제도
이론적 연구를 통해 구성된 인사제도 항목들이 실제 한국 기업들을 대
상으로 한 표본에서 어떤 모습을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 응답 결과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하게 묶이는 제도로 재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 6가지 인사기능별 유형으로 24개의 세부제도가 구분되었다.
그 결과와 항목별 점수 분포는 <표 7-5>와 같다. 설문시 질문한 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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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한국 기업의 다양성 친화형 인사제도 도입 정도 평가
HR 기능

채용
(3.54)

표준
편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3.45 0.97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
3.68 1.13
하는 편
직종이나 직무별로 선발기준을 설정하여 직원을 채용
3.93 0.92
세부 제도

리크루터나 면접위원을 다양하게 구성

평균

3.56 0.93

리크루터나 면접위원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충분한 교육
3.15 0.99
실시

육성
(3.52)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교육훈련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
3.96 0.79
인력 구조상 소수의 인력에게도 필요한 맞춤형 교육 기
3.40 0.92
회를 제공
교육투자의 배분이 다양한 인력에게 골고루 이루어짐
3.57 0.91

복수의 기술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기능화 교육을
3.18 0.99
실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과자 훈련을 충분히
3.29 0.89
실시
평가
(3.36)

보상
(3.66)

평가기준상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
3.44 0.84
공정한 평가절차
3.53 0.94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누구나 동일하게
3.33 0.89
해석
직종별로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평가제도를 운영
3.21 1.05
연공과 직급 또는 출신배경보다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 3.85 0.94
회사의 이익이나 팀의 실적에 따라 분배받는 집단성과급제
3.92 1.14
복리후생 제도가 다양하여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3.36 1.06
유연
승진 기회가 다양한 인력에게 공평하게 부여
3.84 0.87

승진심사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
승진(3.71) 개인의 속성이나 연고와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 중심 승진

참여
(3.58)

3.76 0.86
3.98 0.84

전체 인력구성 비율 대비 관리자 또는 경영자 승진 비율
3.57 0.85
납득성
업무 및 근무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폭넓게
3.42 0.79
참여
직원들간에 공식비공식적인
․
경로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

3.64 0.81

직원들의 불만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3.67 0.90
시행

주 : 굵은 글씨는
글씨 비교적 높은 점수, 기울임체는 비교적 낮은 점수(5점 만점), 괄호
안은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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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항목이 별도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인사관리
가 직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삼성
경제연구소, 2003). 또한 지위와 신분에 관한 항목 역시 별도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HR제도는 채용, 교육훈련, 평가, 보상, 승진,
참여제도의 6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사 기능 가운데 보
상제도와 승진제도의 도입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평
가와 육성제도 도입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항목별로 보면 직종별 채
용기준, 교육훈련 기회의 공평성, 집단성과급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항목은 평균 3.9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반면 채용
시 리쿠르터나 면접위원의 공정성 교육, 다기능화 교육, 고과자 훈련, 직
종별 평가제도 운영은 평균 3.3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결과는 인사제도 운영의 주체인 인사담당자들이 스스로의 업무결과
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향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대적으
로 저조한 점수를 보인 항목들을 보면 우리 기업의 인사제도와 관행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보상과 승
진은 업무 수행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육성과 평가는 과정적
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이 결과관리에 대한 인사제도는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갖춰 가고 있지만, 과정 관리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채용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고과자 훈련, 직종별직
․
무별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의 개발 등은 공정한 다양성관리를 위해 특히
보완해야 할 요소로 볼 수 있다.
2) 다양성관리에 대한 관점과 HR제도
다양성관리에 대한 4가지 관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관점
을 해당 기업이 다양성관리에 대해 갖고 있는 대표적 관점으로 보고, 각
기업별 유형 구분을 실시하였다. 4가지 관점 가운데 높은 점수가 동일하
게 복수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중 하위 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였
다. 그 결과 활용 차원의 관점이 우위인 기업이 32.8%로 가장 많이 분포

하였으며, 고용증진 차원의 관점이 11.9%로 가장 낮게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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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다양성에 대한 전략적 관점 유형별로 다양성 친화형 인사제
도의 도입정도를 보면, 활용과 학습존중 관점이 우위인 기업에서 도입정
도가 비교적 높고, 동질화와 고용증진 관점을 가진 기업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인력을 통해 조직 내에 학습을 촉진하
고 창의적 성과를 이끌어 내어 경영에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관
리하려는 기업이 실제적인 인사제도와 관행의 도입에도 적극적임을 시사
한다.

<표 7-6> 다양성관리에 대한 관점과 인사제도 도입정도
빈도

%

채용

육성

평가

보상

승진

참여

평균

학습존중

43

24.3

3.55

3.47

3.42

3.84

3.96

3.62

3.64

활용

58

32.8

3.63

3.69

3.46

3.74

3.72

3.66

3.65

고용증진

21

11.9

3.69

3.57

3.28

3.44

3.37

3.48

3.47

동질화

55

31.1

3.39

3.36

3.24

3.53

3.63

3.49

3.44

177 100.0

3.54

3.52

3.36

3.66

3.71

3.58

3.56

전체

[그림 7-1] 다양성관리 관점 유형별 인사제도 도입정도
4.00

3.80

3.60

3.40

3.20

3.00
채용
학습존중

육성

평가

활용정당성

보상
고용증진

승진
동질화

참여
평균

제7장 한국 기업의 다양성관리와 기업성과

225

가장 상위 차원의 관점인 학습존중 관점을 가진 기업의 경우 승진과
보상제도의 다양성 친화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증진 및 활용 관
점이 우위인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제도의 다양성 친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이 다양성과 관련한
인사제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성에 친화적인 개별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정도에 대해 인
사담당자들은 전체 평균 3.56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체계적인 ‘다양성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9.8%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관리 프로그램을 향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9.5%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이 35.6%로 다양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표 7-7> 다양성관리 프로그램 도입 유무
빈도

비율(%)

이미 도입했음

35

19.8

향후 도입 예정

70

39.5

도입 계획 없음

63

35.6

168

94.9

9

5.1

177

100

소계
무응답
전체
자료 :성상현(2005).

<표 7-8> 다양성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과성

빈도

비율(%)

매우 비효과적

0

0

비효과적

1

3.1

그저 그렇다

7

21.9

20

62.5

4

12.5

32

100

효과적
매우 효과적
전체
자료 : 성상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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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양성관리 프로그램을 이미 도입하
고 있는 기업(응답수 32개)의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관리에 대한 인식 제
고와 체계적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기여가 가
능함을 시사한다.
라. 다양성관리와 성과와의 관계
다양성관리에 대한 관점과 인사제도 도입정도에 따라 기업성과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관적 HRM 성과와 객관적인 기업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다음은 각 성과항목의 구성요소들이다.
<표 7-9> 성과 항목의 구성
구성 항목

주관적
성과

내부분위기

-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역할 정체성, 과업관련 갈등, 조직
에 대한 일체감, 상급자의 공정한 대우, 아이디어 자극 분위
기, 아이디어 산출, 의사결정력, 내외부적인 의사소통

대외이미지

- 대외적으로 공정한 이미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미지

고객접근성

- 다양한 집단의 고객에 대한 용이한 접근 정도, 다양한 거래
관계의 구축, 신규고객 유치 수준

생산성

- 인당매출액, 인당이익, 매출액 증가율, 수익률 증가율

객관적
성과 품질
혁신성

- 고객만족도, 제품/서비스의 품질 수준, 고객 불만 신고, 불
량률, 기존고객 유지 수준
-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혁신적 제품/서비스 제공,
특허 및 논문의 수, 경역혁신 중요성 강조정도 및 혁신활동
수행정도

1) 다양성관리 관점과 성과
설문 결과 경영진의 다양성관리에 대한 관점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대
외적 이미지와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 대외적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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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겨진다’
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객관적 성과인 품질에 미치는 영
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과 전체 점수에 대해서는 학습존중 관
점을 가진 기업들의 평균점수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성에 따른 차
이의 동질화를 추구하는 관점이 강한 경우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3.59점).
다양성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업종, 기업규모(종업원 수), 외국인력 유무, 여성인
력 구성비율, 기업연령, 노조 보유 유무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다양성관리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
은 기업에 비해, 분명한 관점을 가진 기업일수록 성과가 더 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Ely & Thomas(2001)은 3개의 조직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다양성관리
패러다임이 모두 관리자로 하여금 직원들을 다양화시키도록 동기 부여하
는 데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다양성관리 관점의 구체적 영향력

[그림 7-2] 다양성관리 관점 유형별 조직성과
4.60
4.40
4.20
4.00
3.80
3.60
3.40
3.20
3.00
내부분위기 대외이미지 고객접근성
학습존중

활용

생산성

고용증진

품질

혁신성

동질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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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Thomas(1992)의 지적처럼 효과
적인 다양성관리 패러다임은 총체적인 다양성 혼합체(total diversity
mixture)가 잘 작동하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

학습 차원에서 다양성을 보는 조직의 성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조직에서는 서로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러
한 차이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험을 통해 유익한 학습이 촉
진되고 창의성이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통합이 ROI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Smith et al., 1994)도 통
합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또한 다양성에
<표 7-10> 다양성관리 관점과 성과 간의 관계
모델 1
B
Std. Error
더미 1-제조 -0.013 0.133
더미 2-건설 -0.118 0.232
더미 3-도소매 -0.042 0.151
더미 4-금융 -0.134 0.138
**
ln(
0.034
통제 종업원수) 0.107
변수 회사연령
-0.001 0.003
노조유무
-0.090 0.118
평균연령
-0.024 0.016
여성비율
-0.003 0.003
외국인력유무 0.090
0.088
DMS mean
학습존중
독립
활용
변수
고용증진
동질화
R2
0.136
2
0.069
Adjusted R
F
2.037
2
△R
△F
자유도
10,129

모델 2
B
Std. Error
-0.065
0.111
-0.029
0.195
-0.095
0.127
-0.145
0.115
0.044
0.029
0.001
0.002
-0.021
0.099
-0.014
0.014
-0.002
0.002
-0.018
0.075
0.570*** 0.076

0.399
0.347
7.713***
0.262
***
55.818
11,128

모델 3
B
Std. Error
-0.039
0.105
-0.042
0.183
-0.110
0.119
-0.090
0.110
0.061*
0.028
0.002
0.002
-0.051
0.094
-0.018
0.013
-0.003
0.002
-0.014
0.070
0.284*** 0.072
0.248*** 0.072
-0.023
0.056
0.059
0.049
0.481
0.423
8.269***
0.344
***
20.734
14,125

주 : *** p<0.001, ** p<0.01, * p<0.05, DMS mean은 다양성관리 관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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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합과 학습 차원의 관점은 다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Thomas & Ely, 1996; Ely & Thomas, 2001). 다양한 집단은
동질적 집단에 비해 창의성이 높고 문제해결에서 더 높은 과업성과를 나
타내고, 지식과 관점의 차이가 크면 새로운 통찰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Levine & Resnick, 1993). 이렇게 차이는 학습과 창의력, 통찰력의
창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학습을 유
발하려는 전략을 지향하는 조직은 조직 내부 분위기, 외부 이미지 및 객
관적 기업성과가 높을 것이다. 다양성의 확대에 따른 개인적 차이를 존중
하고 이를 집합적 시너지로 전환하는 리더십(Deluca & McDowell, 1992)
을 갖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통합과 학습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다양
성을 관리하려는 관점을 가진 경우에 조직성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표 7-10>은 조직성과를 구성하는 6가지 성과변수의 평균값을 종속변
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1단계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2단
계는 다양성관리 관점 4가지의 평균값을 독립변수로 투입했다.
<표 7-10>의 모델2에 제시된 것처럼, 회귀계수(unstandardized coefficients)

B=0.570(p<0.001), R2=0.399(p<0.001)(이하 모두 비표준화계수 기준이며
B로 표시)로 나타나, 다양성관리 관점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양성관리 관점 4가지 각각을 모두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4가지 관점을

모두 투입한 모델 3에서 보는 것처럼,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델 1에 비

해 △R2=0.344(p<0.001)로 유의적인 변화량을 나타냈다. 또한 학습존중

전략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존중
관점은 B=0.284(p<0.001)로 활용 관점의 B=0.248(p<0.001)보다 높게 나
타났다. 반면, 고용증진 관점과 동질화 관점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력
을 보이지 않았다.
2) 다양성 친화형 인사제도와 성과
사회정체성 이론이 시사하는 조직의 다양성 축출경향은 조직이 선도적
으로 이질성을 확보하려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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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ken & Martins, 1996; Schneider & Northcraft, 1999), 조직이 다양
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다양성관리를 향해 조
직을 이끄는 인적자원 정책과 양식의 통합적 집합체로서의 HR”의 제 기
능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구축된 다양성관리는 다른 조직이
가질 수 없는 경쟁우위를 조직에 제공하는 전략적 자산 역할을 할 수 있
다(McMahan et al., 1998).
<표 7-11> 다양성 친화형 HR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B
Std. Error

통제
변수

독립
변수

모델 3
B
Std. Error

더미 1-제조

-0.013

0.133

0.020

0.101

-0.008

0.103

더미 2-건설
더미 3-도소매
더미 4-금융
ln(종업원수)
회사연령
노조유무
평균연령
여성비율
외국인력유무
DFHR mean
채용
육성
평가
보상
승진

-0.118
-0.042
-0.134
0.107**
-0.001
-0.090
-0.024
-0.003
0.090

0.232
0.151
0.138
0.034
0.003
0.118
0.016
0.003
0.088

-0.057
-0.017
-0.156
0.060*
-0.001
-0.047
-0.015
-0.003
-0.021
0.573***

0.176
0.114
0.104
0.026
0.002
0.089
0.012
0.002
0.067
0.058

-0.094
-0.035
-0.175†
0.054*
0.000
-0.076
-0.011
-0.002
-0.004

0.178
0.121
0.105
0.027
0.002
0.092
0.013
0.002
0.069

0.088
0.150*
0.008
0.068
0.063

0.059
0.065
0.066
0.048
0.043

0.215**

0.067

참여

2

R

2

Adjusted R

F

모델 2
B
Std. Error

0.136

0.508

0.069

0.466

*

2

2.037

0.529
0.468
***

12.023

***

8.635

△R

0.372

0.393

△F

96.770***

17.092***

11,128

16,123

자유도

10,129

주: *** p<0.001, ** p<0.01, * p<0.05, †p<0.10, DFHR mean은 다양성 친화형 HR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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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성에 친화적인 인사제도 도입 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1단계는 통제변수를, 2단계는 통제변수와 함께 다양성 친화형
HR제도 전체의 평균값을 독립변수로 투입했다.

<표 7-11>과 같이 B=0.573(p<0.001), △R2=0.372(p<0.001)로 나타나,

다양성 친화형 HR제도와 기업성과 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였
다. 개별 HR 기능별로는 육성제도와 참여제도가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McMahan et al.(1998)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다양성 관리제도의 내
용으로 다양성 인력을 배제하지 않는 채용제도와 관행, 다양한 인력의 특
성에 맞는 공정한 훈련 및 개발, 편견을 제거한 평가, 다양한 인력에게 공
정하게 부여되는 승진기회, 직무외적인 요인 또는 성과외적인 요인이 아
닌 각자의 자질과 성과만으로 주어지는 기회와 보상 등을 들고 있다.
Milliken & Martins(1996)은 단순히 한두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는 다양성
을 촉진할 수 없으며 훈련과 개발, 작업설계, 스태핑, 보상 프로그램 등
다양성을 촉진하는 정책(polices)과 제도(practices)의 묶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다양한 인적자원 구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스킬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성관리는 희소가치가 있
으며 모방과 대체가 어려운 경영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이다(Barney,
1991; Barney et al., 2001). 본 분석 결과는 한국 기업에서도 다양성 친화
형 HR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다양성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기회
가 다양성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인사제도임을 알 수 있다.

4. 한국 기업의 인력구성 다양성과 성과
가. 표본 특성
이상에서는 인력 다양성에 대한 관점과 다양성 인력의 관리를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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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사업체패널 조사 표본 특성
빈도
백분율(%)
유효%
제조업
1,200
43.9
43.9
건설업
164
6.0
6.0
도소매유통서비스업
589
21.6
21.6
업종
금융공공사회서비스업
727
26.6
26.6
기타 농림전기가스수도업
53
1.9
1.9
0∼300인
1,366
50.0
68.1
301∼500인
194
7.1
9.7
501∼1,000인
182
6.7
9.1
종업원수
1,001∼2,000인
117
4.3
5.8
(명)
2,001∼5,000인
92
3.4
4.6
5,001～10,000인
32
1.2
1.6
10,001인 이상
22
0.8
1.1
총매출액
∼1,000억원
1,348
49.3
74.6
2003년
1,001억∼1조원
343
12.6
19.0
1조원 이상
115
4.2
6.4
(원)
∼100억원
1,120
41.0
81.3
당기순이익
101억∼1,000억원
203
7.4
14.7
(원)
1,001억원 이상
54
2.0
3.9
없다
1,188
43.5
60.1
노조유무
있다
788
28.8
39.9
외국인 지분 없음
1,650
60.4
84.4
외국인 투자 지분만 참가
197
7.2
10.1
경영 참여
73
2.7
3.7
형태
경영 전반 책임
35
1.3
1.8
주력 제품/
Leader 전략
618
22.6
38.0
서비스
Analyser 전략
696
25.5
42.8
Defender 전략
312
11.4
19.2
시장전략
20대
121
4.4
6.1
직원
30대
1,224
44.8
62.1
평균연령
40대 이상
625
22.9
31.7
0∼10년
619
22.6
30.9
11∼20년
564
20.6
28.2
기업연령
21∼30년
389
14.2
19.4
(년)
31∼40년
258
9.4
12.9
41년 이상
173
6.3
8.6
0∼10
556
20.3
27.9
11∼20
438
16.0
21.9
여성비율
21∼30
253
9.3
12.7
(%)
31∼40
197
7.2
9.9
41∼100
552
20.2
27.7
없다
1,079
39.5
54.1
장애인
있다
916
33.5
45.9
없다
1578
57.7
79.1
외국인력
있다
417
15.3
20.9
주 : 백분율 소계가 100%가 안 되는 항목은 결측치가 있기 때문이며, 총 사례수는
2,73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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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실제 조직 차원의 인력구
성 다양성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패널조사 자료를 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조직의 인력구성 다양성에 대한 분류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인구통계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하나, 표본자료의 특성상 여성
비율, 외국인력,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표본자료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7-12>와 같다. 업종은 제조업
이 1,200개로 43.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2003년도 매출액 평균은 3,389
억 원, 당기순이익 평균은 189억 원이다. 설립 후 경과연도로 계산한 기업
의 평균 나이는 18.8년,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36.9세를 나타냈다.
종업원 수는 300인 이하가 1,366개로 가장 많고, 평균 892명의 분포를
이루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인력 구성비율은 평균 27.0%, 여성간부비
율은 평균 3.97%, 장애인 고용인원은 평균 4.3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은 평균 3.1명의 분포를 보였다.
노조가 없는 기업은 1,118개, 있는 기업은 788개로 유효 분포율이 6대
4 정도의 비율을 이루었다. 투자형태는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는 기업이
1,650개(유효 분포율 84.4%, 이하 유효분포율 기준), 지분만 참여하는 경
우가 10.1%, 지분도 있고 경영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3.7%, 경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외국인이 지고 있는 경우도 1.8%로 나타났다.
주력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전략은 고객 욕구와 시장에 신속히 대응
하여 항상 먼저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선도전략(leader or
prospector)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38%, 신시장 진입을 주도하지는 않지
만 주의 깊게 관찰 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따라잡으려는 전략
(analyser)이 42.8%, 그리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로 안정된 시장을 차지하
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이나 신시장 진입을 먼저 시도하지 않는 방어전략
(defender)이 19.2%의 분포를 보였다. 이 같은 분류는 Miles & Snow
(1984)가 다수 기업의 경영전략을 조사한 결과 Prospector, Analyzer,
Defender의 3가지 패턴으로 구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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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구성 다양성과 재무성과의 관계
인구통계적 다양성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직 차원의
기존 연구는 드물다(Tsui & Gutek, 1999; Williams & O’Reilly, 1998).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실적 지표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과 총자
본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시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업종, 사업전략, 외국인 투자형태, 기업규모,
인당매출액 규모, 기업연령, 종업원 평균연령, 노조유무를 통제변수로 투
입하였다.
업종은 기업성과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Huselid, 1995; Delaney
& Huselid, 1996).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거, 5가지로 분류
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해서 투입하였다. 제조업에는 경공업, 화학공업, 금
속자동차, 전기전자정밀공업이 포함됐으며, 도소매유통서비스업에는 도
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통신업을, 금융공공사회서비스업에는 금융보
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사업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하였다. 기타 농림전기가스수도업에는 농업,
임업, 광업, 전기, 가스, 수도업이 포함됐으며 더미변수의 참조치로 처리
하였다.
경영전략 유형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와 인력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전략
이 달라질 수 있다(Miles & Snow, 1984; Dansky et al., 2003). 본 자료에
서는 주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전략을 선도(leader), 분석(analyser),
방어(defender)의 3개 유형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투입하였고 참조치는 방
어전략으로 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의 역할에 따라 고용정책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지분이 없음, 지분만 참가, 경영에 관여, 경영전반
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참조치는 외국인 지
분이 없음으로 하였다.
Jackson & Schuler(1995)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교한 인사제도의
도입정도와 조직성과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임을 고려하여 종업원 수를 규모변수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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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를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였다. 매출액 규모는 인원규모와 상관관
계가 r=0.77(p<0.01)로 높아 제외하고, 인당매출액 규모를 자연로그를 취
하여 동시에 통제하였다.
기업연령이 오래될수록 생산성에 있어 학습효과가 발생한다는 선행연
구 결과(Arthur, 1994; Delery & Doty, 1996; Delaney & Huselid, 1996)에
따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기업연령은 독립변수 수집연도인 2003년에
서 창립연도를 차감한 연수로 측정하였다. 인력구성의 표면적 특징을 보
여주는 변수(Pelled, 1996; Harrison et al., 1998)인 종업원의 평균연령 역
시 통제변수에 포함했다.
기업의 인사제도 도입에는 노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Arthur, 1994;
Huselid, 1995; Delaney & Huselid, 1996)는 선행연구에 따라 노동조합 유
무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노조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노조가 없는 경우를 참조치로 하였다.
이 표본은 2003년과 2004년의 2개 연도에 걸쳐 수집됐으며, 재무 및 회
계지표는 2001～04년까지 4개 연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는 2003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결과지표는 각 연도 자료의 사
용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인력구성 자료의 수집연도와 성과변수의 수
집연도를 달리함으로써 다수의 HRM과 성과 관련 연구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후예측적(post-predictive), 성찰적(retrospective) 또는 동
시적인(contemporaneous) 변수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원인과 결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예측적(predictive) 분석의 수행이 가
능하게 되었다(Wright et al., 2005).
1) 다양성 인력구성비율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
먼저 2003년도 총여성인력 구성비율, 여성간부비율, 외국인 수, 그리고
장애인 수가 익년도인 2004년도 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13>과 같다.
<표 7-13>의 모델 2에서 보는 것처럼 총여성인력 구성비율이 차년
도의 전년 대비 매출액증가율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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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1, p<0.01, R2=0.025). 모델 3에서 여성간부비율(전체 관리자 대
비 여성관리자 비율)이 추가 투입될 경우에는 총여성인력 구성비율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여성간부비율이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B=-.362, p<0.01, R2=0.035, ΔR2=0.009). 모델 4와 5에서 보는 것처럼 외
국인과 장애인 수는 추가 투입되어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매
출액증가율과 함께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의 하나인 영업이익증가율(2004
년도)을 종속변수로 하는 같은 방식의 회귀모형에서는 4개 독립변수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다양성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와 다양성 인력의 조직내
유입과 활용을 위한 다양성 친화형 인사제도가 조직성과에 유의한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앞의 결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외국인과 장애인
수는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성비율과
여성간부비율이 일부 재무성과와 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해석상의 어
려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여성비율이 매출액증가율과 부(-)의 관계를 보인 것은 여성비율
이 높은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인력 활
용이 저성장 기업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낮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여성인력 활용에 더 적극적이기 때
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여성간부비율을 추가 투입했을 때 총여성
인력 구성비율의 영향력이 없어진 것은 직위나 직무의 차이와 무관한 여
성비율의 양적 성장보다는 책임 있고 직위가 높은 여성인력 구성비율의
영향력이 보다 강함을 의미한다. 셋째, 장애인과 외국인 수가 매출액 성
장률이나 영업이익증가율과 무관한 것은 성장세의 기업들이 장애인이나
외국인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국
인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고위전문직의 구분이 없어 질적인 내용을 알 수
는 없지만, 성장세의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 증가를 통해 성장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과거 재무성과가 미래의 인력구성 다양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3년도 총여성비율, 여성간부비율, 외국인 수 및
장애인 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2004년도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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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익년도 매출액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
제
변
수

독
립
변
수

더미 1-제조
더미 2-건설
업종
더미 3-유통
더미 4-금융
경영 더미1-lead
전략 더미2-follow
더미 1-경영
책임
외국인 더미 2-경영
지분 참여
더미 3-지분
참가
ln(종업원수)
ln(인당매출액)
기업 연령
종업원 평균연령
더미-노조유무
총 여성비율
여성간부비율
외국인 수
장애인 수

2

R

2

Adjusted R
F
2
△R
△F
자유도

모델1
B
S.E.
13.251 8.894
7.176 9.738
11.352 9.134
13.575 9.571
-3.061 2.930
-1.405 2.859

모델2
B
S.E.
14.311 8.894
7.099 9.722
13.073 9.156
14.436 9.564
-3.138 2.926
-1.288 2.855

모델3
B
S.E.
14.316 8.855
7.198 9.680
13.533 9.118
16.057† 9.537
-2.787 2.915
-1.193 2.843

모델4
B
S.E.
14.318 8.860
7.204 9.688
13.535 9.122
16.057† 9.542
-2.785 2.917
-1.193 2.844

모델5
B
S.E.
14.232 8.866
7.153 9.692
13.484 9.127
15.993† 9.546
-2.757 2.919
-1.168 2.846

8.735 6.706 8.643 6.695 9.022 6.667 9.020 6.671 8.944 6.676
0.732 4.347 0.512 4.341 0.764 4.323 0.762 4.326 0.822 4.330
-5.420† 2.947 -5.841† 2.949 -5.528† 2.938 -5.526† 2.941 -5.646† 2.954
1.157
0.918
-0.079
-0.553**
-2.252

0.853
1.157
0.080
0.205
2.505

1.313
0.348
-0.086
**
-0.596
-2.723
**
-0.101

0.855
1.186
0.079
0.205
2.511
0.048

1.290
0.241
-0.086
**
-0.643
-3.540
-0.071
**
-0.362

0.851
1.181
0.079
0.205
2.514
0.049
0.115

1.293
0.241
-0.086
**
-0.643
-3.540
-0.071
**
-0.362
-0.001

0.859
1.182
0.079
0.205
2.515
0.049
0.115
0.039

0.021

0.025

0.035

0.035

0.008
1.576+

0.011
1.771**
0.004
4.420*
15,1039

0.020
2.293**
0.009
9.9896**
16,1038

0.019
2.156**
0.000
0.001
17,1037

14,1040

1.220 0.875
0.250 1.183
-0.086 0.079
**
-0.648 0.206
-3.530 2.516
-0.069 0.049
**
-0.362 0.115
-0.001 0.039
0.013 0.029
0.035
0.018
2.046**
0.000
0.197
18,1036

주 : *** p<0.001, ** p<0.01, * p<0.05, †p<0.10,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는 2003년
자료, 종속변수는 2004년도 매출액증가율 자료임.
B는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는 standard error.

증가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한 회귀계수를 나타내지 않거나 모델의 적합도(F value)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과거의 재무적 성과가 다양성 인력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 실적이 좋으면
가용 자원에 여유가 생겨 다양한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는 통념은 지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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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 변수는 전년 대비 변화율
을 나타내는 재무비율이지만, 총여성인력 구성비율, 여성간부비율, 외국
인 수, 그리고 장애인 수는 당해연도의 정태적(靜態的) 수치이다. 이의 보
완을 위해 2003년 대비 2004년도 인력구성비율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독
립변수로 투입하고 2004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
는 회귀분석을 같은 방식으로 추가 실시했다. 그러나 4개 독립변수 모두
전년도, 당해연도, 익년도 모두의 매출액증가율 및 영업이익증가율과 유
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다양성 인력구성비율 변화율과 이익률 지표 간의 관계
다양성 인력구성비율의 변화와 기업경영의 효과성 지표인 이익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4년도의 전년 대비 다양성 인력구성비율 변화
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2004년도의
총자본영업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로 하였다.
표본자료의 특성상 본 분석의 경우 전년도 인력구성 지표가 익년도 성
과에 미치는 예측적(predictive) 분석이 아닌 동시적(contemporaneous)
분석 틀을 사용했다. 총자본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operating profit)을
총자본(total capital)으로 나눈 값으로 투자효율성 지표인 ROI(return on
investment)의 일종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을 매출액(sales)으로 나눈 것으로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수익률 지표의
하나이다. 아울러 역으로 2003년도 수익률이 2004년도 다양성 인력 변화
율에 영향을 미치는 역관계의 존재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도 함
께 수행했다.
<표 7-14>의 모델 1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간부비율의 변화율이 총자

본영업이익률에 정(+)의 유의한 영향력(B=0.068, p<0.1, R2=0.050)을 보였
다.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여성간부비율 변화율이 정(+)의 유의한

영향력(B=0.099, p<0.05, R2=0.063)을 보였다. 이것은 앞의 분석에서 매출
액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과 반대의 결과이
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간부비율이 자본투자 및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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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여성인력구성비 변화율과 이익률 간의 관계

통제
변수

더미 1-제조
더미 2-건설
업종
더미 3-유통
더미 4-금융
더미 1-lead
경영
전략
더미 2-follow
더미 1-경영책임
외국인
더미 2-경영참여
지분
더미 3-지분참가
ln(종업원수)
ln(인당매출액)
기업 연령
종업원 평균연령
더미-노조유무
2004 총여성비율증가율
2004 여성간부비율증가율

독립
변수
R2
Adjusted R2

F
자유도

모델 1
2004
총자본영업이익률
B
S.E.
3.820
2.796
5.947† 3.062
3.054
2.869
4.840
2.994
0.120
0.900
0.142
0.873
-1.202
2.193
1.700
1.349
-0.023
0.920
0.850** 0.272
***
1.273
0.363
-0.031
0.025
-0.005
0.065
**
0.775
-2.347
-0.046
0.069
0.068† 0.041
0.050
0.032
2.788***
16,840

모델 2
2004
매출액영업이익률
B
S.E.
2.703
3.375
4.378
3.696
2.146
3.463
3.678
3.613
-0.817
1.087
-0.931
1.054
-0.380
2.646
1.298
1.628
-0.196
1.110
1.579*** 0.329
***
1.684
0.438
0.001
0.030
0.014
0.078
**
-2.675
0.935
-0.010
0.083
0.099*
0.050
0.063
0.045
3.518***
16,840

주: *** p<0.001, ** p<0.01, * p<0.05, †p<0.10, B는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는 standard error.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는 절대적인 매출액과 영
업이익 규모의 증가율에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하자
본 또는 매출액 대비 상대적 이익률에는 긍정적 영향력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여성간부비율의 증가가 사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다
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책임과 직위가 높은 직무에 여성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과성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가 가
능함을 시사한다. 반면 총여성인력비율의 변화나 외국인, 장애인 수의 변
화율은 수익률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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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2003년도 총자본영업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04년도
여성인력비율 변화율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회귀분
석표는 생략). 이것은 재무상태의 변화가 여성인력 고용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앞의 분석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5.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첫째, 다양한 인력을 통해 조직 내에 학습을 촉진하고 창의적 성과를
이끌어내어 경영에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관리하려는 기업이,
실제 인사제도와 관행의 도입에도 적극적이며 조직성과도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가진 다양성에 대한 관점은 선진적인 편이
지만 실제적인 고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 인력을 통한 학습
과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취약집
단의 고용과 이들의 구성비율을 높이려는 실천의지와 인사제도상의 노력
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아직은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대
외적 이미지 제고 향상을 위한 ‘치장’이나 윤리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
미지 관리 차원에서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
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인적자원의 다양한 풀(pool)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 친화적인 인사제도와 기업성과 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
는 것이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귀속적 속성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인
사관리제도 도입과 정비는 다양성 인력의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 역할을
할 것이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와 관행의 정착은 다양성 인력이 일
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데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평가와 육성제
도 선진화는 다양성관리를 위해 특히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채용시 리
쿠르터나 면접위원의 공정성 교육, 다기능화 교육, 고과자 훈련, 직종별
평가제도 운영 등이 보다 보완되어야 할 세부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서구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다양성관리 프로그램’에 대
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다양성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의 비율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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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다양성관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요청된다. 특히 해외 현지사업
이나 글로벌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체계적인 다양성관리
와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중요한 경영상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책임과 직위가 높은 직무의 여성비율이 높을 때 경영활동의 재무
적 성과가 높다는 점이다. 직위나 직무의 차이와 무관한 여성 고용의 양
적 확대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직무분야에서의 다양성 인력구성 비율의
향상이 실질적인 경영성과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에 대한 신고
가 의무화되더라도 고용의 질적 지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함의한다.
다섯째, 흔히 사업이 잘되어서 여유가 있어야 다양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분석 결과 지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
성의 고위직 진출이 경영활동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재무
실적이 좋으면 가용 자원에 여유가 생겨 다양한 인력을 활발히 고용할 것
이라는 통념은 지지되지 않았다. 여성인력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영역에
서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선제적 노력과 아
울러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두 가지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즉 다양성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다양성관리를 위한 인사제도에 대
한 논의 및 실증분석은 177개 기업 표본에 대한 기존 조사(성상현, 2004)
를 중심으로 수행했다. 인구통계적 인력구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는 한
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성
관리와 관련된 인사제도, 인력구성의 다양성(인구통계적 구성), 그리고
기업의 객관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표본 크기가 크고 종단적 분석이 가
능한 각 연도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
을 통해 다양한 인력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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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장지연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과 관행을 바로잡아 보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어떤 의미에서 제도로서의 정당성을 갖는 것인
지 살펴보고, 나아가 구체적인 제도는 어떤 방향성을 띠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인 검토와 제도사례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장에서는 앞 장들에서 다루어진 연구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
, 새로 도입

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주는 함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소수자(우
리나라 제도에서는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보
는 시각에 따라서는 개별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국가가 과도
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인정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고
용관행이 존재한다는 데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성이 적게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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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여성의
행위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노동공급을 확
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기업의 인사관행에 개입하는 정책이 요구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외부적 개입 없이 기업들 스스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내기는 어렵다는 전
제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개입이 없다면 현재의 상태를 쉽사리 바꾸어내
지 못할 것이라는 데 서로 동의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성고용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며, 고용되어 있는 여성의
절대다수는 비정규직이고 저임금노동자이다. 이런 현실은 다시 높은 이
직률을 초래하며, 채용과 훈련, 승진에서의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바이고, 연구자들도 인
정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차별로 인한 영향이 얼만큼이고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부
분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오랜 논쟁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본 연구는 노동공급측의 자료가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의
행위양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여성고용을 저해하는 차
별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논증하였다(제6장).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발견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경쟁이 치열한 중소업체에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
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독과점을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대기업과 공기업의 인사관행을 변화시킬 만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의 성과를 높이려면 ‘공정한’ 인력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경
제학자나 경영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이나 인사관리자들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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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것은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라는 개념으로 널리
소개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진이 인력
의 다양성에 대해서 당위적으로는 선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 장에서는 단순히 여성고용비율로 나타나는 여성고용의 절대량보다 책
임과 직위가 높은 직무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을 때 기업의 성과가 높
다는 사실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고용의 질적 지표에 대
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서 여성고용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기업의 인사관행분석을 통하여 설명
하고 있다. 특정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였
으며, 관리자의 의식과는 달리 실제로 인력의 다양성관리에 대한 선진적
관행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그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기업의 인사관리관행
에 변화를 촉구할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2.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반론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였다. 이는 주로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인 구
성물이었다. 따라서 논쟁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반하
여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 이 제도를 40년간 시행해 온 미국의 경험에 근
거하여 이루어졌다.
미국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아동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
라가 아니다. 출산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도 기간 면에서나 급여 면에
서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와 함께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여성고
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여성노동자의 높은 임
금수준, 즉 낮은 성별임금격차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적극적 조치’
를 포함한 강력한 차별금지 정책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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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국에서도 ‘적극적 조치’를 고용부문에 적용할 때 이해당사자의 반
발은 물론, 전체 사회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우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본 보고서 제2장과 제3장).
개인수준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주로 ‘역차별’ 논쟁으로
나타난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을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혜택
을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고한’ 제3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흔히 인식
되었고 이는 역차별 소송과 논쟁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제
기한 백인남성은 차별을 행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고한’ 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소송의 판결들은 여성과 소수자에게 주어지는 기
회가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차별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왜곡된 사회구조를 형
성하고 있고 따라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백인남성의 지분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소송과 논쟁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시사점은 외부
적으로 채용이나 승진의 할당량이 주어지는 경우에 가장 반발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개별 기업에게 목표치
를 주고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여건에 맞는 목표치를 정하
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명백한 차별의 징후가 발견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일정한 목표치를 할당하였다.
한편 정책연구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 조치’가 전체 사회 수준
에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적극적 조치가 기업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다
룬 바와 같이,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
인 결과가 공존하는데, 그 차이는 주로 전제조건의 차이와 적극적 조치의
구체적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적극적 조치를
강제적 할당제로 간주하는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
한다는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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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기업들이 인사관리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 조치 제도가 도입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
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적극
적 고용개선조치’가 현행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
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정책연구자들과 입안자들이 이 제도를 도
입하는 진정한 의도이기도 하다. 적극적 조치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업적주의’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업적주의 또는 업
적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보다 완성태에 가까운 업적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
본 보고서에 실린 연구의 결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 제도의 도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이미 전달된 것들이
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에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도입해 볼 만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노
동시장에는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시간
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될 성질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정한 인사관리나 여성고용 확대에 대해서 당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으
나, 다수의 기업들은 외부적인 자극 없이 스스로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먼저 이 제도를 시행
한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잘 추진하면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까
지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함의가 발견되었다. 첫째, 외부적으로 여성고용 목표치를 강제하는 할당
제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목표치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강구
하게 하는 방식이 제도의 수용성도 높을 뿐 아니라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위험도 피해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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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유사규모 동종업종 기업간의 비교는 필요한 것이며, 기업이 진
정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강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둘째, 여성고용의 총량만을 기준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용하
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성고용의 질적지표, 즉 여성
이 어떤 직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책
임과 직위가 높은 여성비율이 높을 때 기업의 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역할모델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는 여성고용의 총량지표와 관리직 비율 지표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
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였다. 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전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다. 중소기업까지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
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로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4. 향후 연구방향
이상의 논의는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도
입에 기여한 바를 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가 이 제도와
관련하여 할 일을 다 했다거나 충분히 기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에 실제로 적용해 본 이후 그 결과
를 바탕으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본 연구진은 지속적인 연
구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최소한’의 제도로 설계되었다. 많은
검토를 하였으나 실제 제도설계 단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 제도가 미국의 그것을 주로
벤치마킹하였으나 미국이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정부조달계약과 연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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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비하여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강력한 제재조치
를 도입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 지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강력한 벌칙이나 제재 없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재조치나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고용의 총량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지표가 중요하다는 지적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열지 못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인 현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의 비
율과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을 근절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 제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큰 과제이다.
셋째, 이 제도의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 규모
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 여성고용비율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교육훈련에서의 여성비율 등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지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뿐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 등으로 이 정책의 대상집단을 넓혀 갈 필요가 있을 것
인가 등의 문제들도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제도가 보다
완성된 형태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
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연구진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서 불합리한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
는 지점들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06년
에는 노동시장 차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전제조건과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에 주력함으로
써 학문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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