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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우리 헌법은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
의 효력)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집단에 대한 다양
한 유형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연합 헌법에서는
차별의 이유로 국적, 성,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유전적 형태,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다른 의지, 소수민
족국가 소속여부,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경향을 들고 있
다.1)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유형은 채용, 승진, 근로조건, 교육훈련
기회, 해고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처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법 체계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이 다양한 법령 속에 산재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균
등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
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성차별에 대
해서는 포괄적으로, 그 외의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하
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성차별 금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1) 유럽연합 헌법은 제Ⅲ-80조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
한 이후 제Ⅲ-81조 제1항에서 차별금지를 명시하면서 열거된 차별의
이유이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를 명시하
고 있다. 한편, 제Ⅲ-118조와 제Ⅲ-124조에서는 성,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의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ii 노동과 차별(Ⅰ): 선진국의 반차별법․ 제도

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사업주가 근로
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
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함으로써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성차별에 대한 포괄적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
고 있다. 동법은 동조 동항(차별간주조항)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
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2) 이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에 채용과 근로조건을 적시하고 있
으며,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소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2항
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차별대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의 유형을 근로
조건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인사관리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령차
별을 금지하는 고연령자고용촉진법은 제4조의2(고연령자 등 고
용차별 금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
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연령자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연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제22조(차별금
2) 동법 동조항에서는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
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
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3) 고연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정의) 제1항은 “ ‘고연령자’라 함은 인구ㆍ취
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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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 또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과 다양한 노동법제
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 차별적 처우, 또는 차
별적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노동의 시각에서
차별과 평등 또는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제기된
이론적 연구와 반차별법제도 및 정책의 추이는 물론 차별에 대
한 인식 및 실재하는 차별의 정도를 밝힘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
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과
제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당초 4개 분야로 구
성된 연구과제로 기획되었다. 제1부에서는 노동경제학, 경제학,
사회학, 법철학 등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차별과 평등을 바라
보는 시각을 정리한 ‘차별과 평등 이론’, 제2부는 ILO와 OECD
그리고 EU 및 이들 회원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살펴보는 ‘선진국의 반차별법
제도와 정책’, 제3부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행해지
는 차별적 관행과 노동공급 측면에서 느끼는 차별받음의 인식을
대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 실
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존재 및 규모를 파악하는 실증분석으
로 이루어진 ‘차별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차별’, 그리고 한국
에서 진행되었던 차별 관련 논의와 연구, 반차별을 위한 법제도
의 제정 및 정책의 성과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한국의 반차별정책: 법과 제도 및 정책, 그리
의하고, 고연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연령자 및 준고연령자
의 정의)에서는 “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연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연령
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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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제’로 구성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4개 분야 중 제2부와 제3부의 결과를
담고 있다. 첫 권인 뺷노동과 차별(I):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뺸
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차별금지원칙,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반차별법
제도,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과 유럽연합 헌법에 구현된 반차별
정신을 고찰하고 있다. 제1장의 들어가는 글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의 구성을 밝히고 있다.
제2장은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원칙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는 1994년 제26차 총회에서 소위 ‘필라델피아 선언’이
라 불리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평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였으며, 이후 이 선언을 바탕으로 차별
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노동기준을 채택해 오고 있다. 이 중 대
표적인 것으로는 본고에서 그 내용 및 시사점을 파악하는 ‘동
일가치노동 남녀동일임금에 관한 협약’(1951년, 제100호), ‘고용
직업관련 차별에 관한 협약’(1958년, 제111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83년, 159호), ‘단시간근로 협약’(1994년,
175호) 등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에 더 나아가 1998년 제86
차 총회에서 ‘노동에서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선언’을 통하여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철폐를 모든 회원국이 존중하고 권장하
고 실현해야 할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삼았다.
제3장에서부터 제5장까지는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제정한
반차별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고용
차별금지법제도를 중심으로 반차별법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미
국은 연방차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반차별 요건과,
일자리 공석이 발생할 때 이를 소수집단이나 여성으로 채우기 위

요약 v

한 노력을 할 것을 연방정부 조달자들에게 요구하는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를 노동시장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미국 사례에서는 고용차별금지 입법의 근
간을 이루는 연방법인 1964년 공민권법 제7편의 내용, 차별적 효
과의 법리, 임신차별금지법, 성희롱, 종교 차별, 출신국 차별, 보
복적 차별 등 제7편에서의 특별한 차별 유형,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
등, 인종차별금지를 규정한 연방법전 42편 1981조(1866년), 1963
년 임금에 관한 남녀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동일임금법, 고용
측면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67년 제정한 연령차별금
지법(1967년),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막기 위해 1990년
제정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 등 기타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검토한다.
제4장은 프랑스의 차별금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법에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평등권과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의 평등원칙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에는 프랑스 노동관
계법령인 노동법전에 L.122-45조로 명문화된 차별금지원칙(1982
년)과 차별해소에 관한 법률(2001년) 등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
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1972년 차별행위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차별금지를 확대해 나간 구형법전상의 차별
죄와 1994년 차별죄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여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하여 차별죄로서 금지
되는 차별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 신형법전상의 차별죄 등
형법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일본의 반차별정책을 다루고 있다. 일본은 1985년 직
업훈련, 부가급부, 정년과 해고의 측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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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용, 배치, 승진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기회균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을 제정(1986년 4월 발효)한 바 있다.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71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사회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수차례 재개정하여 왔
는데 이는 고용에서 연령차별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
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개 법만으로는 급속하고 심각한 사회고령
화와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
제를 의미하는 ‘2007 Problem’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일할 의
사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결과제는 연령차별금지다. 이 장에서는 연령차별 또는 이의
금지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제6장은 1957년 로마협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반
차별정책과 1997년 암스테르담협약에서 기틀이 만들어진 유럽
헌법에 나타난 반차별의 정신을 살펴본다. 반차별원칙을 천명한
유럽연합 헌법이 성립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협
약, 그리고 유럽연합 헌법 중 반차별과 평등과 관련된 조항을
소개한 후 반차별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먼저 유럽
사회정책의 이론적 모형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생 과정을 압축하는 유럽사회정책의 이론적 모형은 유럽경제
공동체의 틀 속에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장통합모형으로
부터 유럽연합의 더 커다란 정당성의 창출과 연합국가 시민들
사이에 더 깊은 유럽통합 지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시민모형으로
의 이행 과정으로 설명된다.
다음으로는 로마협약으로부터 유럽헌법이 성립하기까지의 과
정을 설명한다. 로마협약으로부터 암스테르담협약을 거쳐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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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가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차별과의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협약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유럽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암스테르담협약, 기본권 헌장과 사회
기본권 헌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유럽헌법의 내용을
차별과 관련된 주요 조항과 함께 소개하고, 유럽연합의 반차별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 및 차별과 투쟁하
는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반차별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있다.

제1장 들어가는 글 1

제1장
들어가는 글

노동시장뿐 아니라 사회경제내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원인을 기반
으로 한 차별이 존재하여 왔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각국은 변별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차별을 규정하고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여 왔으며, 이러한 법제도를 구현시키기 위한 차별금
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고는 ILO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회원국 및 유럽연
합에서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차별법제(anti-discrimination 또는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s)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 반차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경제내 그리고 노동시
장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러한 법제
도가 갖는 정신을 실제 상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나갈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고의 이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원칙을 살펴본다. 국제노동기구
는 1944년 소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모든 인간의 기회평등을 강조하
였으며 이후 차별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을 정하여 왔다. 대표적인 것
으로 동일가치노동 남녀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고용․직업에
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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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제159호), 단시간근로에 관한 협약(제175호)을 들 수 있으며, 1998
년에는 제86차 총회에서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에
서 차별철폐를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삼았다.
제3장은 미국의 고용차별 금지법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
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반차별 요건과, 일자리 공석이 발생할
때 이를 소수집단이나 여성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연방정부
조달자들에게 요구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노동시장차
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본장은 1964년 공민
권법 제7편(Title VII od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을 중심으로 고
용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의 이념을 고찰하는 한편 인종차별금지를 규정
한 미국연방법전 제1981조, 1963년 임금에 관한 남녀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of 1963), 고용 측면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67년 제정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막기 위해
1990년 제정한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of 1990)에 대
해 간략히 소개한다.
제4장은 프랑스의 차별금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법에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1789
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평등권과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의 평등원칙을 간략
히 소개한다. 다음에는 프랑스 노동관계법령인 노동법전에 L.122-45조
로 명문화된 차별금지원칙(1982년)과 차별해소에 관한 법률(2001년) 등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1972년 차별행위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차별금지를 확대해 나간 구형법전
상의 차별죄와, 1994년 차별죄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여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하여 차별죄로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 신형법전상의 차별죄 등 형법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일본의 반차별정책을 다루고 있다. 일본은 1985년 직업훈련,
부가급부, 정년과 해고의 측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채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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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
는 고용기회균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을 제정(1986
년 4월 발효)한 바 있다.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71년 고
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사회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수
차례 재개정하여 왔는데 이는 고용에서 연령차별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개 법만으로는 급속하고 심각한 사
회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
제를 의미하는 ‘2007 Problem’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일할 의사와 일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평생
현역사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결과제는 연령차별금지다.
이 장에서는 연령차별 또는 이의 금지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제6장은 반차별원칙을 천명한 유럽연합 헌법이 성립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협약, 그리고 유럽연합 헌법 중 반차별과 평등
과 관련된 조항을 소개한 후 반차별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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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원칙

제 1 절 차별금지 협약 및 권고의 역사적 추이

ILO 협약은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 되는 국제적 조약이다. ILO 협약
은 회원국이 비준함으로써 회원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1)
ILO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문서이지만 대개 협약과 동일한 사항
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권고는 회원국의 국내 정책과 행위의 가이
드라인을 설정하는 문서이다. ILO 총회는 행동준칙(codes of conduct),
결의(resolution) 또는 선언(declaration)의 형태를 띠는 권고보다는 덜
공식적인 문서에 합의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서는 흔히 규범적 효
력을 갖지만 좁은 의미의 국제노동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
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철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 이러한 입장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부속문서인 이른바
1) 1919년에 설립된 ILO는 2004년 10월 현재 177개 회원국을 두고 있고, 2005년
3월 현재 총 185개의 협약과 195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개의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중 차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평등대우에
관한 제19호 협약’,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제
100호 협약’,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제111호 협약’,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제159호 협약’,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
한 기회 및 대우균등에 관한 제156호 협약’,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제142호
협약’을 비준하였다: IL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lo.org
2) 조용만(2004), 뺷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뺸, 한국노동연구원, p.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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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선언’(1944년 제26차 총회에서 채택)으로 불리는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평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race, creed or
sex, have the right to pursue both their material well-being and
their spiritual development in conditions of freedom and dignity,
of economic security and equal opportunity).”(동 선언 Ⅱ(a))

라고 천명하고 있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 채택된 차별과
관련한 국제노동기준은 이 선언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1998년 6월 18일 ILO 제 86차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에서의 권
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1998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3)에서도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철폐를 ILO 회
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회원국이 존중하고 권장하고 실현해야
할 기본원칙 중의 하나로 꼽았다. 이 선언에서는
“모든 ILO 회원국들은 비록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LO의 회원국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ILO
헌장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 즉 ① 결
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승인, ②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폐지, ③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④ 고용․직업에서의 차별 제거
를 성실하게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가진다
(Declares that all Members, even if they have not ratified the
Conventions in question, have an obligation arising from the very
fact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to respect, to promote and
to realize, in good faith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3) 이 선언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ilary Kellerson(1998), “The
ILO Declaration of 1998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 A
Challenge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7 (2), p.223 이하
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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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fundamental rights which are the
subject of those Conventions, namely: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동
선언 제2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4)
ILO는 위의 4개 분야에 해당하는 총 8개의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취
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차별금지(균등대우) 분야의 기본협약은 1951년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임금’에 관한 제100호 협약과 1958년 ‘고용․직
업관련 차별’에 관한 제111호 협약이다.5) 그 외에 여러 협약과 권고에
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 2 절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ILO 이사회는 1958년 제42차 회의에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
4) 이러한 네 가지의 사항이 기본적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는 동 선언
의 전문(前文)에 나타나 있다. 전문에 의하면, 경제적 성장은 필수적이나 공
평․사회적 진보․빈곤 근절에 충분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 진보와 경제적
성장 사이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의
보장이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원칙과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자신들이 그 산출에 기여하였던 부(富)에 대한 자
신의 공정한 몫을 주장하고 자신의 인적 잠재력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5)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는 2002년 9월 현재 175개 회원국을 두
고 있고, 184개 협약과 192개 권고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
째 회원국이 된 이래 총 18개의 협약을 비준하였다. ILO 기본협약으로 분류되
는 8개 협약 중 균등대우 및 아동노동 분야의 4개 협약은 비준하였지만, 결사
의 자유 및 강제근로 분야의 4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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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관한 협약(1958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111)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필라델
피아 선언이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의 차별 없이 자유와 존
엄 및 경제적 보장과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본 협약은 차별의 개념(제1조 제2항 및 제3항)과 차별기준, 차별금지
의 영역,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방침의 확
립, 협약 적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차별 개념과 차별 사유
제111호 협약 제1조 제1항 (a)에 의하면,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하여, 고용
내지 직업에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nullifying) 하거
나 손상시키는(impairing) 효과를 갖는 구별(distinction), 배제(exclusion)
또는 우대(preference)”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회․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
를 갖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취지는 법기술적 측면에서 직
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 차별 의도가 있는 차별)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차별 의도를 요하지 않는 결과적인 차별) 모두를 포괄
하기 위한 것이다.6) 따라서 차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반드시 차별
의도가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차별적 취급으로 인
하여 기회 및 대우의 평등(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이 박탈되
거나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7)
본 협약은 또한 연령, 장애, 혼인상의 지위(예컨대 기혼, 미혼, 이혼
6) 국제노동기구(ILO) 엮음(2003), 뺷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뺸, 한국노동연구원,
p.123 참조.
7) ILO(2003), “Time for Equality at Work",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1st Session 2003, Report I(B),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16; 조용만, 앞의 책, p.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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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등과 같은 차별 사유를 포함하고 있
다. 그러나 동 협약 제1조 제1항 (b)에서는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에 대하여 국가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
하여 다른 차별 사유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11호
협약은 1958년 협약 제정 당시의 전형적인 차별사유 7가지 사유를 예
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외의 차별 사유를 허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8)

2. 차별금지의 영역
차별금지에 관한 제111호 협약의 내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에 적용된다. 차별금지 영역으로 설정되고 있는 고용(employment) 및
직업(occupation)이라는 용어는 ‘직업훈련에의 접근’, ‘고용 및 특정 직
업에의 접근(access to employment and to particular occupations)’,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제111호 협약 제1조 제3항, 이하 ‘제111호 협약’
이라 약칭). 한편, 제111호 협약을 보충하는 제111호 권고 제2조에서는
차별금지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①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② 개인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훈련 또는 고용에의 접근,
③ 각자의 자질, 경험, 능력 및 근면성에 따른 승진,
④ 고용기간(tenure of employment)의 보장,
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⑥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식, 연차유급휴가, 직업안전․건강 등) 및
사회보장, 기타 고용관련 복지시설 및 혜택,
⑦ 정부부문에서의 고용,
⑧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⑨ 노사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이다.
8) 조용만, 앞의 책,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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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본 협약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네 가지 사유를 제1조, 제4조, 제5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정 직업에 고유한 자격요건(inherent
requirements)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
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구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않는다(제1조 제2항).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은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차
별이 아니다. 직무가 필요로 하는 고유한 자격요견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게 종교와 정치적인 견해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종교단체
가 종교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의 신자일 것을 채용기준으
로 설정하는 행위는 고용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 정책 개발 등
특별한 책임과 관련된 고위 직책을 맡을 사람들의 경우 진정으로 고유
한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일정 한계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국가안보(security of the state)와 관련된 조치이다. 국가안보
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행한 자 또는 행한 것으로 정당하게 의심받는 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그 자가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는 권리를 갖고 있는 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4조). 즉 국가안보
에 해가 된다고 의심이 되는 행동에 대해 취한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
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예컨대, 테러행위자, 국가 전복을 기도한 자 등
에 대해서는 안보관련 직업(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배제하거나 제
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조항은 본 협약
의 본문이 추구하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
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즉 국가안보를 차별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률은 넓은 범위에
서 보면 원칙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범
위를 좁혀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본 협약은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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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의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안보 관련 조치를 차별의 예외사유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다른 협약 또는 권고에서 정한 보호
또는 원조에 관한 특별한 조치는 차별대우로 보지 않는다(제5조 제1
항). 국제노동기준상 특별한 보호․지원 조치에는 모성보호,9) 직업안전
과 건강,10) 야간근무,11) 근로조건12)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쟁 가운데에는
여성근로자를 특별대우하는 것이 남자도 누려야 할 ‘혜택’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가 하는 점보다는, 이러한 보호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평등을 누리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용자가 부가적인 작업여건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예를 들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여성을 배치하지 않는 일)를 고용하고, 그
고용유지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특별
대우 내지 보호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
래할 수 있고, 직업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성별에 관계
9)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에는 ‘여성의 산전산후 고용에 관한 협약
(1919년, 제3호)’,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1952년 개정, 103호) 및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1957년, 제95호)’,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2000년 개정, 제183호)
및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1995년, 제191호)’가 해당된다.
10) 직업안전과 건강에 관한 협약 및 권고는 ‘납중독에 대한 여성 및 아동보호
에 관한 권고(1919년, 제4호)’, ‘페인트칠에 있어서 백연 사용에 관한 협약
(1921년, 제13호)’, ‘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관한 권고(1960년, 제14
호)’, ‘근로자 1인이 운반할 수 있는 최고 중량에 관한 협약(1967년, 제127
호) 및 근로자 1인당 허용가능 최대운반중량에 관한 권고(1967년, 제128호)’,
‘벤젠의 유독유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1971년, 제136호) 및 벤젠에서 발
생하는 중독위험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권고(1971년, 제144호)’, ‘작업장에서
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1990년, 제170호) 및 작업시 화학물
질 사용의 안전에 관한 권고(1990년, 제177호)’이다.
11)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협약 및 권고는 ‘공업에 고용되는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1990년, 제89호) 및 의정서(1990년)’,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1990
년, 제171호) 및 야간근로에 관한 권고(1990년, 제178호)’이다.
12)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및 권고에는 ‘모든 종류의 광산의 갱내작업에 있어서
여성의 고용에 관한 협약(1935년, 제45호)’, ‘근로자 복지시설에 관한 권고
(1956년, 제102호)’,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1962년, 제16호)’, ‘유급교육
휴가에 관한 협약(1974년, 제40호)’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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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특별조치는 임신․출산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된 일에 한한
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다.
넷째, 적극적 평등보호 내지 차별시정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성별,
나이, 장애, 가족 부양 책임 또는 사회․문화적 지위 등의 이유로 특별
한 보호 내지 지원이 요구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의 특정한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정한 특별조치
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조 제2항).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제도화되고 관행화된 차별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예를 들면 고용할
당제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내지 편의제공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
다.13)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불공정이 시정되고 나면 존재 이유 또
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서14)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평등촉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
국가는 고용․직업에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용 및 직업에서
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
여야 한다(제2조). 법령 제정 및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 이러한 국가정
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국가는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노사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제3조).
공공부문도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국
가는 민간부문에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원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

13) 조용만, 앞의 책, p.65.
14) 국제노동기구(ILO) 엮음, 앞의 책,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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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일가치노동 남녀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100)’은 ILO 사무국 이사회가 1951
년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채택되었으며 ‘동등보수협
약’이라 불린다. 이 협약은 1953년 5월 23일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ILO
회원국 모두가 비준해야 하는 8개의 핵심적인 협약의 일부로 지정되어
현재 ILO 가입국 중 143개국이 비준하였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근로조
건 중 중요한 요소인 임금에서의 남녀평등원칙의 내용과 적용에 관하
여 규율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등보수 원칙은 ‘사실상 같은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평등원칙을 임금 분야에서 표현하고 있
는 원칙이다.

1. ‘동등보수’의 의미
동등보수협약은 제1조 (b)항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
의 동등보수’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정하여지는 보수율(rates of
remuneration established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로 정
의하고 있지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
며, 제2조에서는 보수율의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
게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이 방법과 양립하는 한 그 적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수(remuneration)에는 근로자의 고용으로부터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이나 현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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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통상적이거나 기본적인 임금과 기타 추가적 급여가 포함된다
(제1조 (a)).

2. 동일가치노동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협약에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성별과 무관하게 객관적 평가에서 발생하
는 근로수행상의 차이에 따른 근로자간의 보수율의 차이는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는 규정을 두어(제3조 제3항),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간접적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3. 동일임금원칙 적용방법
본 협약에서 천명하는 동일임금원칙은
① 국내 법령,
② 합법적으로 수립되거나 인정된 임금경쟁제도,
③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
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제2조 제2항). 또한 수행되는 근로에 기초
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촉진하는 조치가 이 협약규정 실시에 있어서
효과적인 때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보수율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결
정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제111호 협약을 보충하는 제90호 권
고에서는 국가가 노사단체와의 합의하에 직무분석이나 기타 절차를 통
해 객관적 직무평가방식을 확립하거나 그 확립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0호 권고 제5조). 제90호 권고는 동일임금원칙의 적
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때 여성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
치(직업훈련․직업소개․직업상담 서비스의 여성이용 촉진, 가족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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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하는 여성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 및 사회
서비스의 제공 등)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6조).

제 4 절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제159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장애가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 하여도 장애라는 것만으로 차별이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고용과 직업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갖
도록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ILO는 1955년 직업재활(장애인) 권고 및 1975년 인적자원개발
권고에 규정된 기존의 국제노동기준에 유의하고, 1955년 직업재활(장애
인) 권고가 채택된 이후 재활의 필요성, 재활업무의 범위 및 조직의 이해
에 관한 각 회원국들의 법률과 관행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또
한 ILO는 1981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며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세계행동강령이
사회생활과 발전에 있어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1983년에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제159
호 협약(1983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159)과 제168호 권고(1983년)를 채택하였다.
본 협약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의
원칙, 지역사회에의 참여, 농촌지역에서의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재
활 및 고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훈련, 직업재활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노사단체의 기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과 권고는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적․간접적인 차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성
별에 관계없이 이들에게 실제적인 기회평등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다양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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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정의
본 협약에서 장애인(disabled person)은 “정식적으로 인정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impairment)으로 인하여 적합한 고용(suitable employment)을
획득․유지하고 승진할 수 있는 전망이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감소
된 자”(제159호 협약 제1조 제1항)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
면, 장애인 인정의 요건은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존재,
② 그러한 손상으로 인한 고용 획득․유지의 가능성의 실질적 감소
이다.

2.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장애인은 가능한 한 그 자신의 선택에 부합하고 자신의 개인적 적합성
이 고려된 고용에 접근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승진함에 있어서, 평등한 기
회와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제168호 권고 제7조). 따라서 고용기회의
획득 및 고용유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
인에게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기회․대우
의 평등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제159호 협약 제4조, 제168호 권고 제8
조). 그리고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간의 효과적인 평등한 기회 및 대
우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적극적 조치(special positive measures)는 일
반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제159호 협약 제4조, 제
168호 권고 제9조). 즉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
로 행하는 적극적 조치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
국가(회원국)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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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제159호 협약 제2조). 이러
한 국가정책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재활조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제159호 협약 제3조). 또한 국
가정책은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간의 기회평등원칙에 근거하는 것
이어야 한다(제159호 협약 제4조).

제 5 절 단시간근로협약(제175호)15)

ILO는 1951년 평등보수협약, 1958년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1981년 가족부양 책무를 가진 근로자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안이 단시간근로자에게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후의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1984년의 고용정책
권고안이 근로자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그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의 생산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된 고용, 단시간근로의 경제적
중요성, 고용기회 확대에 있어서의 단시간근로의 역할을 고려한 고용
정책의 필요성,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혜택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 본 협약을 채택하였다. 본 협약은
단시간근로자가 고용 및 직업 면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규근로자와 똑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
단시간근로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근로자(comparable fulltime workers)에 비하여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짧은 자”(제1조 (a))로
정의된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에서 부분적 실업(partial

15)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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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즉 경제적․기술적 또는 구조적인 이유로 통상적 근
로시간의 집단적․일시적인 단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규근로자는 단
시간근로자로 보지 않는다(제1조 (d)).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근로자는
“관련된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고, 동일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동일․유사한 형태의 작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에서의 그러한 자, 동일한 기업에도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산업(직업) 분야에서의 그러한 자”를 의미한
다(제1조 (c)).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내용
첫째, 고용차별금지 등에 있어서 동일한 보호원칙이다. 단시간근로자
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근로자에게 인정되
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야 한다(제4조). 동일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사항은 ①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근로자대표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② 직업적 안전과 건강, ③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이다.
둘째, 기본급(basic wage)에서의 동일보호원칙이다. 시간이나 성과
(performance) 내지 작업량(piece-rate)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기본급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가 오로지 파트타임으로 근로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근로자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지 않도록 국내법
과 관행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
셋째, 기타 근로조건에서의 동일대우원칙이다. 단시간근로자는 모성
(임신․출산)보호, 고용 종료, 연차유급휴가 및 유급공휴일, 상병휴가
(sick leave)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
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다만 금
전적 대우(pecuniary entitlements)는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될 수 있다(제7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일정한
기준(specified thresholds)을 하회하는 경우 국가는 제7조상의 조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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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단, 법정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것 이
외의 모성보호는 배제 불가), 이러한 예외를 정하는 위의 기준은 지나치
게 많은 단시간근로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히 낮게 설정되어야 하
고,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노사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제8조).
넷째, 법정 사회보장제도(statutory social security schemes)에서의
동일대우원칙이다. 직업활동에 기초한 법정 사회보장제도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다만 그 조건은 근로시간이나 보험료 또는 소득에 비
례하여 결정될 수 있고, 기타 국내법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결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일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국가는 법정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으나(단, 산재급여 배제불가), 이러한 예외를 정하는 기준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단시간근로자들이 배제되지 않
도록 충분히 낮게 설정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노
사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제8조).
이상에서 언급한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제175호 협약의 내용
이 단체협약이나 국내 관행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
해 시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령의 채택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노사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제11조).

제 6 절 차별금지 관련 주요 협약

고용차별 금지 및 평등대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 외 협
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균등에
관한 협약(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Conventions, 1981,
제156호)은 남성․여성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역계획과 가족서비스 및 편의시설 등의 지역사회사업을 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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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균등원칙과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 문제에 대
한 일반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직업소개 및 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협약은 가족부양 책임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둘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적용에 관한 협약(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s, 1949, 제98호)은 노동조합 회
원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반조합적 차별행위
로 금지하고 있다.
셋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제122호)은 근로자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인 견해, 출신국
가 또는 사회적인 배경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완전하고 생산적
인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한 직업에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선택의 자유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고용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
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1982, 제158호)은 해고를 위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근거를 나열하
였다. 인종, 성별, 결혼 유무, 가족에 대한 책임, 임신, 종교, 정치적인
견해, 출신국가 또는 사회적인 배경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5조).
다섯째,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과 이주노동자에
관한 협약(Migrant Workers(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5, 143호/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Revised), 1949,
97호)은 이주노동자를 해당 국가의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하도록 규정
하였고, 국가정책이 한 나라의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동
자 또는 그들 가족이 고용, 사회보장, 노동조합, 문화적인 권리, 개인적
인 또는 집단적인 자유라는 점에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
도록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43호 협약은 구체적으로 자
국의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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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업, 사회보장, 노동조합과 문화적 권리, 개인적․집단적 자유와
관련하여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촉진하고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10조). 또한 ILO는 토착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169호)에서 원주민, 부족민이 방해
또는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Home Work Convention, 1996, 제177
호)에서는 조직 안에서의 권리, 고용 및 보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 등 평등대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본 협약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단체의 설립․가입․활동, 고용과 직
업에서의 차별보호, 산업안전 및 건강에서의 보호, 보수, 법정 사회보
장제도, 훈련에의 접근성, 모성보호 등에서 가내근로자와 임금소득자
간의 균등대우를 촉진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규정
(제4조)들을 두고 있다.
이 외에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협약(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1975, 제142호)은 직업안내, 직업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지도 및 직
업훈련에 관한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
이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협약에 명
시적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다(제1조 제5항).
둘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
1974, 제140호)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인 견해, 출신국
가 및 사회적인 배경을 이유로 유급교육휴가의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제10조). 여기에서 유급교육훈련휴가는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기간 동
안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적정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휴가를 말한다(제1조).
ILO는 그 밖에도 일반적인 비차별에 관한 협약들을 가지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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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것으로는 사회정책의 기본목적 및 기준에 관한 협약(Social
Policy(Basic Aims and Standards) Convention, 1962, 제117호)을 들
수 있다. ILO는 제117호 협약을 통하여 경제발전계획의 주요목표는 생
활수준 향상에 있으며, 사회정책은 노동법, 협약, 고용, 근로조건, 임금,
교육, 단체협약 협상과 관련하여 근로자 사이에 어떤 차별도 폐지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 이사회는 1977년 다국적기업에 관한 원칙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에서 다국적기업도 기회와 대우의 평등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 모든 국가는 고용면에서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장려하도록,
즉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인 견해, 출신국가 또는 사회적인
배경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을 것을 목표로 설계한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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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의 고용차별 금지법

제 1 절 1964년 공민권법 제7편과 차별적 취급의 법리

1. 제7편 차별금지규정
가. 703조(a)에 의한 차별금지
1964년 공민권법 제7편(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이
하 제7편이라 약칭)은 고용차별금지 입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방
법이다. 제7편은 703조(a)에서 사용자의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1) 인종, 피부색, 종교, 성(性) 또는 출신국(race, color, religion, sex
or national origin)을 이유로 하여 개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혹은
고용을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해고하는 것, 또는 고
용함에 있어서 보수, 조건, 권리에 대해 개인을 차별하는 것.
(2)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또는 출신국을 이유로 하여 개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한다거나, 피고용자로서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주
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고용자나 구직자를 제한, 격리 또는 분류
하는 것(to limit, segregate, or classify).
요컨대, 채용에서 해고까지 고용의 모든 국면에 관해 ‘인종, 피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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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성 또는 출신국’에 근거한 사용자의 차별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펌의 경우 협력(associate) 변호사에서 공동
경영자인 파트너로의 승격도 ‘고용(employment)’에 관한 권리에 해당
하며, 703조(a)의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다.16)
703조(a)의 차별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서술하듯이, 판례에 의해 두 가지
의 유형이 인정되고 있다.17) 첫 번째는 ‘차별적 취급(disparate treatment)’
이라고 불리며 인종, 성별 등 금지된 요소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의도
적으로 차별을 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차별의 유형인데, 그
중에서도 우선 개별적인 것과 체계적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두 번째
는 인종이나 성별 등의 요소에 관해서는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
가 결과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하는 ‘차별적 효과(disparate
impact)’이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차별의사가 없다고 해도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나. 고용알선기관․노동단체에 의한 고용차별
이하에서는 703조(a)의 사용자의 차별만을 취급하겠지만, 제7편에서는
고용알선기관(employment agency) 및 노동단체(labor organi-zation)도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또는 출신국’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703조(b), (c)). 또한 703조(d)에서는 도제제도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관
련 사용자, 노동단체 또는 양자 합동의 위원회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알선기관에 의한 차별은 직업 소개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격리가
전형적인 예이며, 노동단체에 의한 차별은 조합원 자격상의 차별이나 단
체협약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차별을 행하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
다. 법은 고용알선기관이나 노동단체가 “기타, 개인에 대해서…… 차별을
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체의 차별행위가 금지된다.
16) Hishon v. King & Spalding, 467 U.S. 69 (1984)
17) 양자를 각각 위에 언급한 (1)(2)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판례도 있지
만, 이 점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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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의 Goodman 사건18)은 노동조합이 인종차별에 관한 고충에
대해서는 고충․중재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했던 경우이
다. 조합이 인종적 차별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차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용자를 강경하게 만들어 다른 면에서 악영향이 발생
할 것을 우려하였다. 연방대법원은 703조(c)의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사용자의 차별행위를 눈감아 주고 적극적으로 시정하려
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에게 제7편 위반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다. 제7편의 적용 범위
제7편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요건은 ① 주 사이의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종사하고, ② 15인 이상의 피고용
자(당해 또는 전년에 있어서 20주 이상의 각 노동일에 사용된 자)를 고
용할 것의 두 가지이다(701조(b)). ①은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
에 실제로는 ②의 요건 쪽이 중요하다. 15인 이상으로 규모를 한정한
것은 매우 작은 규모인 기업에서는 가족적 경영이 많다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피고용자 숫자는 사업소가 아니라 기업을 단위로 산정된다.
701조(b)의 단서에 의해 순수한 사적 회원제 클럽에 대해서는 제7편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연방정부 직원도 같은 단서에 의해 703조의 적
용에서 제외되지만, 대신 717조가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주․지방정부의 직원은 일반 사용자와 똑같이 70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주․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제7편과는
별도로 합중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의한 차별금지도 적
용된다.
또한 701조(f)는 외국에서 고용된 미국 시민도 ‘피고용자’에 포함된다
고 규정하여 제7편의 소위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19) 다만, 제7편의
18) Goodman v. Lukens Steel Co., 482 U.S. 656 (1987)
19) EEOC v. Arabian American Oil Co., 499 U.S. 244 (1991)이 제7편의 역외
적용을 부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1991년의 개정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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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가 해당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702조
(b)). 역외적용은 사용자가 미국인(법인을 포함해서)일 것을 전제로 하
지만, 미국인에 의해 지배받는 외국법인이 행하는 차별은 해당 미국인
의 행위로 간주된다(702조(c)). 사용자가 국외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7편은 적용되지 않는다(702조(a)).

라. EEOC와 법원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하겠지만, 기본적
으로 차별의 피해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
는 형태로 행해진다.
제7편은 705조에서 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고용기회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소위 EEOC의 설치를 규정하
고 있다. EEOC는 법의 내용에 대해서 각종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의제기 신청에 의거
하여 조사를 행하고, 적절한 자주적 해결을 촉구한다. 또한 이것이 성
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EOC는 NLRB와 같이 스스로 법 위반의 유무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정식 판정․구제의 장은 어디
까지나 법원이다.

2. 개별적인 차별적 취급
가. 직접 증거에 의한 차별의사의 입증
‘차별적 취급’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근거한 의도적인 차별행위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차별의사(discriminatory intent)의 입증이 필요하다.
차별의사가 명백한 경우로는 예를 들어 ‘남자만’이라고 기록된 구인게
시와 같이 차별의사가 외면상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취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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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를 가진 여성은 불가’라고 하는 것도 여성 전체가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조건에 있는 남녀에 차이를 두고 있는 이상, 성별에 근
거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20)
표면적으로는 차별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소수인
종(ethnic minority)의 채용을 거부한 사용자가 동료들 사이에서 ‘백인
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인종이나 성별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소위 “smoking gun”)가 있으면 역시 문제없이 차별적 취급이 성
립된다.
1989년의 Price Waterhouse 사건21)에서는 회계사무소에서 여성 시
니어 매니저가 파트너 승진을 거부당했다. 승진 심사시 본인의 직무수
행능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는데,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이고 비협조적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코멘트는 ‘남자 같다
(macho)’, ‘미용 학원(charm school)에 가는 편이 좋겠다’ 등 그녀가 여
성이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또한
어떤 파트너는 승진하고 싶으면 더욱 여성스러운 걸음걸이, 화법, 복장
을 하도록 그녀에게 충고하고 있다. 이것은 성적 고정관념(stereotype)
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평가가 행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차별의사
의 직접적인 증거이다.

나. 동기의 경합
위에 언급한 Price Waterhouse 사건에서는 차별의사의 존재가 분명
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만약 성차별이 없었다고 해도 다른 정당한
이유에 의해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것이 쟁점이 되
었다. 소위 동기의 경합 문제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으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그 증명에 성공한다

20) Phillips v. Martin Marietta Corp., 400 U.S. 542 (1971)
21) Price Waterhouse v. Hopkins, 490 U.S. 22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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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03조(a)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Price Waterhouse 사건 판결을 뒤집기 위해 1991년의 법 개정
을 통해 703조(m)이 마련되었다. 703조(m)은 결정의 한 요인으로서 인
종이나 성별 등을 고려한 것이 증명된다면, 설령 다른 요소가 결정요인
이 되고 있다고 해도 703조(a) 위반이 성립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다만, 차별이 없어도 같은 결과가 될 것임을 사용자가 증명한 경우에
는 구제의 내용이 한정된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채용․복직․승
진, back pay(해고시점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불) 등을 명할 수는
없다(706조(g)(2)(B)).

다. 간접 증거에 의한 차별의사의 인정-McDonnell Douglas/
Burdine 룰(Rule)
차별의사를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희박하
며, 대다수의 케이스에서는 다양한 간접 증거로부터 차별의사를 추정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의 입증방법에 대해서 1973년의
McDonnell Douglas 사건22) 및 1981년의 Burdine 사건23)에 의해 다음
과 같은 세 단계의 룰이 확립되어 있다.

(1) 원고가 차별이 있었음을 개략적으로 입증한다(establish a prima
facie case).
(2) 피고가 반증으로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인 이유’를 제시한다(acticulate
a legitimate, non-discriminatory reason).
(3) 원고가 피고가 제시한 이유가 ‘구실(pretext)’인 것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룰은 다루기 어려운 차별의사의 인정 여부를 해결하기 위
해 쌍방에게 입증의 기회와 책임을 분배하면서 단계적으로 심리의 초
점을 좁혀 가려는 것이다.

22) McDonnell Douglas Corp. v. Green, 411 U.S. 792 (1973)
23) Texas Dept. of Community Affairs v. Burdine, 450 U.S. 248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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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의 개략적 입증
제1단계인 원고의 ‘개략적 입증’에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McDonnell Douglas 사건은 일시해고(lay off)
된 흑인 피고용자가 재고용을 거부당한 케이스인데, ① 해당인이 소수
인종에 속해 있고, ② 해당인이 비어 있는 일자리의 구인에 응모했으
며 동시에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③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의해 고용을 거부당했고, ④ 그 후에도 그 자리
는 비어 있는 채로 남아서 사용자가 여전히 같은 자격요건을 가진 사
람을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네 가지 점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였다.
①과 ③에 의해 보호대상의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
급이 인정되고, 또한 ②와 ④에 의해 그 이유가 본인의 불응모, 자격요
건의 결여, 비어 있던 일자리의 소멸 중 어느 것도 아님이 확인됨으로
써 차별의 추정(presumption)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개략적 입증 단
계에서의 원고의 입증 부담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사용자의 반증
제2단계인 사용자의 반증은 차별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용
자 쪽에서 그것을 제시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원고의
개략적 차별 입증에 의한 차별추정 효과를 저지하면서 동시에 사실심
리의 초점을 그 다른 이유로 좁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Burdine 사건에서는 이 경우의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 차별의사의 궁
극적인 증명책임은 항상 원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앞에서 언급한 세
단계 중 (1)과 (3)이 증거 우월의 기준에 의한 ‘설득 책임(burden of
persuasion)’인 것에 비해 (2)에서 사용자의 비차별적 이유 제시는 증
거의 ‘제출 책임(burden of production)’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사용자가 비차별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나 단순히 주장
만 할 뿐 입증의 노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반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
에 개략적 차별입증에 의한 차별 추정 효과를 저지할 수 없으며, 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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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된다.

바. 구실의 증명
사용자가 비차별적 이유의 제시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3단계로서 원
고 쪽이 그 이유가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차별의 성
립이 부정된다. Burdine 사건에 의하면 구실의 증명은 원고의 궁극적
인 증명 책임과 합하여, ① 다양한 제반 사정에서 볼 때 사용자의 차별
의식이야말로 진짜 이유였다고 직접적으로 증명해도 좋고, ② 사용자
가 제출한 비차별적 이유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서 간접적으로
증명해도 좋다. 따라서 소송이 제3단계에 이른 이후에 돌이켜 개략적
입증이 성립하느냐 여부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며, 일괄하여 차별의
사 자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24)
위에 언급한 ②에 대해서 종래에는 제시된 이유가 믿을 수 없음이
증명되면 당연히 차별이 성립된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연방대
법원은 1993년 St. Mary’s Honor Center 사건25)에서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직접 차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정해
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용자에 대한 좌천․해고 처분이 인종차별이었다
는 원고의 개략적 입증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인의 비위행위의 중대함
및 그 행위의 누적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지만, 원고가 과거
의 처분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그것이 진실한 이유는 아니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구실의 증명에 의해 당연히
차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지 않고, 여전히 법원이 개인적 이유에 의한
차별이지 인종차별은 아니었다고 판단할 여지를 인정한 것이다.

24)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Bd. of Governors v. Aikens, 460 U.S. 711
(1983)
25) St. Mary’s Honor Center v. Hicks, 113 S. Ct. 274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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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적인 차별적 취급
가. 체계적인 차별
사용자의 차별적 취급이 개개, 산발적인 것을 넘어 한 가지 방침으로
다수의 피고용자, 구직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체계적인
차별적 취급(systemic disparate treatment)’이라고 불리는 유형에 해당
한다.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차별적 취급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와 똑
같이 차별의사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증명을 함에 있어서 해
당 개인에 관한 사정을 넘어서 전체적인 경향이나 패턴으로 중심이 옮
겨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자료(statistics)의 이용이다. 예를 들면
1977년의 Teamsters 사건26)에서는 운송회사에서 흑인 및 히스패닉 피
고용자의 비율의 낮음(심지어 그 대부분은 낮은 임금을 받는 시내 운
전수나 차량 정비원으로 상위직인 장거리노선 운전수는 극히 적었다)
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와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40가지의
개별 사례를 통해 패턴으로서의 인종차별에 관한 개략적 입증이 성립
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 이용의 배후에 깔린 전제는 만약 체계적인 차별이
없었다면 개별적인 오차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평균화되어 모집단이
되는 노동시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종업원 구성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는 Teamsters 사건과 같이 통계자료와 개별적 사례를 조합
하여 개략적 입증을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방대법원은 통계자료가
매우 강력하다면 그것만으로 개략적 입증이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같은 해의 Hazelwood 사건27)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
고 있다.

26) Teamsters v. United States, 431 U.S. 324 (1977)
27) Hazelwood School District v. United States, 433 U.S. 299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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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차별에 대한 개략적 입증이 성공한다면, 차별의사의 추정
이 포괄적인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이미 ‘항상 가장
적격인 자를 채용해 왔다’고 한 일반적인 차별 부정의 주장으로는 대
항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개의 케이스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를 보
여주어도 그것이 전체로서의 패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28)

나. 통계자료의 이용
위에 언급했듯이 체계적인 차별적 취급 사건에 있어서는 개략적 입증
이 성립하느냐 여부, 특히 통계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논점이 된다.
통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오차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당 정도의 편차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편차의
2～3배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가이다. 예를 들면 채용
시의 인종차별의 경우, 응모자와 채용된 자 중에서 인종 구성의 비교를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그러나 응모자의 인종 데이터는 통상적으
로는 입수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 노동시장의 인종 구성과의 비
교가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지역의 범위나 어울리는 자격을 가
진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는가가 종종 큰 쟁점이 된다.29)
역시 임금차별 등의 경우에 어떠한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요인이 고려되고 있으면 되며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통제할 필
요는 없다.30)
28) 사용자가 어느 중립적인 제도를 적용한 결과로서 전체적인 편향이 나온 것
만으로는 차별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해 차별적 효과 법리가 적용되게 된다. 이와 유사한 경
우가 개별적인 차별적 취급 사안에 있어서 비차별적 이유에 관해서도 생길
수 있다.
29) 주 27)의 Hazelwood 사건도 그와 같은 한 예이다.
30) Bazemore v. Friday, 478 U.S. 38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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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적 취급에 대한 항변
가. 개인에 대한 공정(公正)
금지된 사유에 의해 차별적 취급이 행해졌다고 인정된 경우,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예를 들면, 피고용자의 연금보험 납부
금에 대해 남녀 차이를 두는 것은 평균수명의 차이에 의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703조(a)(1) 위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31) 제7편의 취
지는 인종이나 성별 등의 속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부정
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공정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 BFOQ
703조(e)(1)은 차별적 취급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진정한
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소위 ‘BFOQ’를 정하고
있다. 즉 종교, 성별 또는 출신국이 실제로 ‘특정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
에 근거한 차별적 취급이 허용되는 것이다. ‘인종’과 ‘피부색’은 BFOQ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판례는 BFOQ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속성이 ① 업무 운영 자체의 본질적 요소로서(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는 정도는 불가), ②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그 속성을 갖지 않은 자는
거의 모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개별 심사를 행
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필요)고 하는 두 단계의 심사를 통
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32)
31) Los Angeles Dept. of Water & Power v. Manhart, 435 U.S. 702 (1978) ;
Arizona Governing Committee v. Norris, 463 U.S. 1073 (1983)
32) Western Air Lines v. Criswell, 472 U.S. 400 (1985). 이 사건은 연령 차별
금지법하에서, Flight Engineer에 대한 60세 정년제가 BFOQ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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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의 Dothard 사건33)에서는 성범죄자를 포함한 많은 흉악범을
수용하고, 심지어 인원이나 설비의 부족 때문에 매우 큰 위험을 수반
하는 남자용 형무소에서 죄수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에 대해서 여성을
배제한 것이 BFOQ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판결 취지는 이
건이 극한에 가까운 폭력․무질서의 상황인 점을 강조하고 있고, 보
안․경비직에서는 남성이라는 점이 BFOQ가 된다고 한 안일한 판결은
아니었다.
1991년의 Johnson Controls 사건34)은 납을 취급하는 배터리 공장에
서 사용자가 임신한 경우의 태아에 대한 악영향을 염려하여 임신 가능
성이 있는 여성의 사용을 거부한 케이스이다. 연방대법원은 여기에서
도 BFOQ가 극히 좁은 예외인 점을 지적하고, 여성도 해당 작업 자체
를 처리할 수 있는 이상 안전을 이유로 BFOQ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주(州)의 여성‘보호’입법
제7편의 제정 이전에, 꽤 많은 주가 여성노동자에 관하여 특별한 노
동시간․휴일규제, 심야업이나 갱내 노동의 금지, 일어서서 하는 작업
이나 중량물 취급의 제한, 강제적 산전휴가 등의 법률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은 실체적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정당한 법 절차) 법리
하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입법의 허용 여지를 인정했던 1908년의
Muller 사건35)의 유산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제7편이 성립된 후, 주의 ‘보호’입법은 여성의 고용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제7편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들 법률은
연방법의 규제에 저촉되는 주법으로서, 선점(preemption)에 의해 무효
로 판단된 것이다. 현재는 이와 같은 여성보호입법은 거의 완전히 철
는다고 한 것인데, BFOQ의 판단 기준은 제7편과 공통이다.
33) Dothard v. Rawlinson, 433 U.S. 321 (1977)
34) UAW v. Johnson Controls, Inc., 499 U.S. 187 (1991)
35) Muller v. Oregon, 208 U.S. 412 (1908),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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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되었지만, 설령 남아 있다고 해도 효력을 부정당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이유로 여성의 배제를 BFOQ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5.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가. 어퍼머티브 액션과 역차별의 문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차별시정․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그 배경이나 내용은 다양하지만, 제7편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어퍼머티브 액션에 인종이나 성에 의한 우대라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에는 소위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문제가 생겨난다.
제7편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오랜 세월에 걸쳐 행해졌던 현실을
전제로, 이의 근절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1976년의 Santa
Fe 사건36)은 백인은 제7편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부
정하고, 원고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똑같이 인종차별이 금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703조(a)의 기본원칙은 고용상의 제 결정에 있어서
인종이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color-blind” “sex-blind”)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의 어퍼머
티브 액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법원이 제7편을 위반한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사용자
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법원이 위법적인 차별의 존재를 인
정한 것이므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706조(g)의 구제권한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37)
두 번째로 ‘자발적 어퍼머티브 액션(voluntary affirmative action)’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명령 없이 사용자 스스로가 소수인종이나 여
성의 채용을 행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적법성이다.
36) McDonald v. Santa Fe Trail Transportation Co., 427 U.S. 273 (1976)
37) 제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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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주적 어퍼머티브 액션의 적법성
연방대법원은 자주적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인종이나 성별에 관
한 중립성을 순수하게 또는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과거부터 내려온 차별의 유산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평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제7편의 취지에 합치함을 인정하여 일정한 범
위 내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판례는 1979년의 Weber 사건38)이다.
이 사건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전통적으로 흑인이 배제되어 온 숙
련직이 지역 노동인구의 인종비율을 반영하게 될 때까지 훈련프로그램
에 50%를 흑인 피고용자로 확보할 것을 정한 경우이다. 연방대법원은
이것을 제7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1987년의 Johnson 사건39)은 사용자가 숙련직 중 여성비율 향
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승진자를 결정할 때 성별을 고려해도 좋
다고 판시한 경우이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 아홉 명 가운데
서 면접위원에 의해 추천된 남성이 아니라, 어퍼머티브 액션 담당자가
추천한 여성이 선발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취지는 Weber 사건 판결을 재확인한 다음, Weber 판결의 자발적
어퍼머티브 액션의 적법 요건을 ① 전통적으로 인종이나 성별에 의한
격리가 이루어져 왔던 직무로 분명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던 점, ②
백인 내지 남성 피고용자를 해고하거나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등 그들
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침해하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
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은 반드시 제7편을 위반한 차별이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통계자료 등도 비교적 느슨한 기준에 입각하여
활용할 수 있다.
Johnson 사건은 자발적 어퍼머티브 액션의 법적 위치에 대해서도
38) United Steelworkers v. Weber, 443 U.S. 193 (1979)
39) 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 of Santa Clara County, 480 U.S. 616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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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는데, 앞의 McDonnell Douglas / Burdine 룰의 3단계 틀
속에서 두 번째인 ‘적법하고 비차별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역차별을 주장하는 원고측이 제3단계인 ‘구실’ 입증으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책
임을 지는 것이다.40)

다. 대통령명령 11246호에 의한 어퍼머티브 액션
모든 자발적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이나 주 정부의 다양한 시책으로 자발적 어퍼
머티브 액션의 실시가 장려 내지 요청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
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65년의 대통령명령 11246호(Executive Order
11246)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와의 계약체결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어퍼
머티브 액션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소수인종이나 여성의 고용․승진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 실현을 향한 노력이 요구된다. 실시 여부의 감독
은 노동부의 연방계약준수국(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이 행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름의 공표, 계약의 해약, 장
래 정부계약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가 독자
적으로 계약의 이행 강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제7편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어퍼머티브 액션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에 기술한 Weber 사건 및 Johnson 사건의 요
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EEOC는 연방계약준수국의 승인
을 받은 어퍼머티브 액션은 실시해도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내어놓고
있다. 따라서 후에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아도 사용자는 가이
40)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인종이나 성별에 근거한 구별된 취급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항변으로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며,
약간 석연치 않은 면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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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에 근거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713조(b)).
대통령명령 11246호에 의한 어퍼머티브 액션은 실제로 매우 큰 영향
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고용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까지 적
용이 확장되면서41)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제 2 절 차별적 효과(disparate impact)의 법리

1. 차별적 효과 법리의 형성
가. Griggs 사건과 Dothard 사건
차별적 효과의 법리는 그것 자체로서는 차별을 포함하지 않는 중립적
인 제도나 기준이라 해도 인종이나 성별에 의해 불균등한 효과(disparate
impact)를 초래하게 되면 위법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차별적인 ‘결과’ 바로 그것이 초점이 되며, 사용자의 차별
의사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 법리를 확립한 1971년의 Griggs 사건42)은 제7편의 시행에 즈음
하여 사용자가 발전소 작업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고졸 이상의 학력과
일반적 지능․이해력 테스트에서의 합격을 요구한 케이스이다. 연방대
법원은 ① 과거의 교육상 차별 때문에 흑인에 대해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또한 ② 어느 요건도 업무상 필요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한 다음,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사
용자에게 차별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제7편 위반이 성립됨을 밝혔다.
이 판결은 제7편의 목적이 분명한 차별의 금지에 그치지 않고, 고용으
41) City of Richmond v. J.A. Croson Co., 488 U.S. 469 (1989);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63 U.S.L.W. 4523 (1995)를 참조.
42) Griggs v. Duke Power Co., 401 U.S. 424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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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소수인종을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 ‘인위적, 자의적
또한 불필요한 장벽(artificial, arbitrary, and unnecessary barrier)’의
제거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차별적 효과 법리를 그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 위치짓고 있다.
차별적 효과의 또 한 가지 대표적 사례는 1977년 Dothard 사건43)이
다. 형무소의 간수에 대해서 체중 120파운드 이상, 신장 5피트 2인치
이상이라는 요건이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며(비해
당자는 남성은 1% 미만, 여자는 41% 이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차별적 효과의 입증 틀
Dothard 사건은 차별적 효과 사건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단
계의 입증의 틀을 제시했다.
(1) 원고가 개략적 입증으로서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행위
가 상당한 정도로 차별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2) 피고가 그 행위에 대해 ‘업무상의 필요성(business necessity)’ 내
지 ‘직무관련성(job-relatedness)’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3) 원고가 피고의 이익은 ‘차별적 효과가 보다 적은 다른 방법’에 의
해 충분히 달성 가능함을 증명한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제1단계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개략적
입증이다. 차별적 효과가 일견 명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
으로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집단 상호간을
비교하고 인적 속성에 따라 불균등한 효과가 발생함을 증명한다. 차별
적 효과의 법리에서는 차별적인 효과의 발생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
미가 있다. 통계자료의 제시도 체계적인 차별적 취급에서처럼 사용자

43) Dothard v. Wawlinson, 433 U.S. 321 (1977). 역시 신장․체중 요건은 통상
적인 형무소에서 견습 간수에 관한 것이며, BFOQ에서 문제가 된 극한적인
직무(pp.32～33 참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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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의사를 미루어 인정하기 위한 수단적인 것은 아니다.

다. 차별적 효과의 인정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용자의 행위나 기준에는 고졸 자격, 신
장․체중, 혹은 범죄경력과 같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인 경우도
있지만, 채용시험에서의 성적과 같이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인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객관적인 기준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막연히 주관적인
전형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결과가 차별적이라면 차별
적 효과 법리 적용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44)
차별적 효과의 인정에 있어서 통계에 의한 비교 방식은 체계적인 차
별적 취급의 경우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채용 테스트에서의 인종차별
적 효과의 경우 응모자와 채용된 사람 중에서 인종구성을 비교하는 것
이 아니라 어느 인종의 성공률과 다른 인종의 성공률을 비교한다.
EEO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략적인 목표로서 ‘5분의 4 룰’이라고 불
리는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어느 인종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인종의
성공률의 5분의 4를 밑도는 경우에는, 일단 그 테스트는 인종간에 차
별적인 효과를 초래한다고 간주된다.
성공률의 산정은 풀 데이터(pool data)에 의한 경우와 플로우 데이터
(flow data)에 의한 경우가 있다. 전자는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유
자격자의 풀(pool)이 기본적인 모집단이 되지만, 그 근사치로서 일반적
인 인구에 있어서 통계(파일럿 테스트의 인종별 스코어, 주내 고졸자의
인종별 비율, 남녀별 체격 데이터 등)가 이용되는 경우도 많고, 그 적
합성 여부 자체가 한 가지 쟁점이 된다. 후자의 플로우 데이터(flow
data)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응모해서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모집단
이 되는데, 샘플 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 추론(statistical
inference)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용자의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
었을 경우에는 대략 합격하지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응모하지 않을 가

44) Watson v. Fort Worth Bank & Trust, 487 U.S. 977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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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하지 않다.45)
어떤 테스트가 인종간에 불균등한 결과를 발생시켜도 사용자가 그
후 선발할 때 어퍼머티브 액션으로서의 고려를 추가하여, 최종 합격자
만을 놓고 본다면 불균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텀 라인 이
론(“bottom line” theory)’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1982년의 Teal 사건46)
은 이와 같은 항변을 명확히 부정했다. 판결요지에 의하면 차별적 효
과 법리는 집단 상호간의 평등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역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피고용자 ‘개인’의 권리이다.
인종 전체에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균형이 맞는다고 해도 차별적 효과
를 갖는 테스트에 의해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Wards Cove 사건과 1991년 공민권법
가. Wards Cove 사건
연방대법원은 1989년의 Wards Cove 사건47)에서 차별적 효과 법리
에 대해 종래의 법리를 뒤집는 듯한 판단을 보여 커다란 반향․비판을
불러일으켰다.
Wards Cove는 알래스카 주에서 계절적으로 운영되는 연어통조림
공장이었는데 미국 본토로부터 채용된 백인 피고용자가 숙련공을 점하
고, 조합을 통해 고용되어 온 필리핀인 및 그 지역에서 채용된 알래스
카 원주민은 낮은 임금의 단순작업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연방대법원
에서는 차별적 취급 주장은 쟁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차별적 효과만이
문제가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숙련직과 단순작업직의 인종구성 비교에
서 차별적 효과의 개략적 입증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비교의 대상을 오
인했다고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45) 소위 sampl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46) Connecticut v. Teal, 457 U.S. 440 (1982)
47) Wards Cove Packing Co. v. Atonio, 490 U.S. 64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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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방대법원은 파기․환송 후의 심리방법에 대한 판시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① 피고용자의 채용 방법에 관한
다양한 요소(채용 채널의 분리, 연고채용(nepotism), 재고용자의 우선,
주관적인 선출 등)가 전체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원
고의 주장은 개략적 입증으로서 불충분하며, 어느 요소가 얼마만큼의
불균형을 발생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
고, ② 개략적 입증에 대한 반증으로서 사용자는 그 행위가 ‘고용상의
정당한 목적(legitimate employment goals)’에 ‘상당 정도 유용함’을 보
여주면 되며, 업무상 불가결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③ 그 증명
의 정도는 설득 책임이 아니라 증거 제출 책임에 지나지 않고, ④ 차별
적 효과가 보다 적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것의 증명에 대해서는 비
용 이외에 사용자의 부담도 고려되어야 하며, 법원은 가볍게 이것을
긍정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원고에게 엄격한 판단이지만, 특히 ②와 ③의 경우에는 ‘업무
상의 필요성’ 내지 ‘직무관련성’으로 그 제도나 행위의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 온 기존의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분명
하게 언급되어 오지는 않았지만, 사용자는 당연히 설득(persuasion)의
책임을 진다고 여겨져 왔다. 개략적 입증에 따라 차별적 효과의 존재는
이미 인정된 것이며,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성’ 내지 ‘직무관련성’은 사
용자측에서 그 정당화 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Wards Cove 사건의 판결은 ②에 대해 사용자의 반증에
서 지나치게 고도의 기준을 요구하면 사용자로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
해 사실상 인종이나 성에 의한 쿼터제의 채용으로 몰리게 된다고 하는
우려를 지적한다. 또한 ③에 대해서는 차별의 궁극적 증명 책임은 원
고가 지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차별적 취급과의 대비에서 보아도 당
연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자의 정치적 함의도 물론이거니와, 후자는
차별적 효과 법리 자체의 존재 의의에 관계된 중대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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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1년 공민권법에 의한 수정
1991년 공민권법은 Wards Cove 사건판결을 부정하여 Griggs 사건
이래로 차별적 효과 법리로 복귀하기 위해 제7편 703조(k)(1)을 신설하
였다. 이 규정은 ‘차별적 효과(disparate impact)’라는 단어를 법문에 명
기한 다음,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적 효과에 근거한 법 위반이 성립됨
을 정하고 있다.
(1) 원고가 어느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차별적 효과가 발생함을 증
명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것이 해당 지위에서의 직무와 관
련성이 있고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합치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2) 원고가 그에 대신할 별도의 방법이 존재함을 증명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그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에 기술한 세 단계의 입증 틀을 의미하지만,
(1)에서 사용자의 반증에 대해 ‘직무와의 관련성(job related)’, ‘업무상
의 필요성(business necessity)’이라는 단어를 채용하여 Wards Cove 사
건의 요건 ②에 의한 느슨한 기준이 배제되어 있다. 동시에 701조(m)에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증명한다(demonstrate)’는 단어가 증거 제출 책
임 및 설득 책임 양쪽을 포함한다는 것을 정하고, Wards Cove 사건의
요건 ③을 명확히 부정했다.
또한 (2)의 ‘그에 대신할 별도의 방법(alternative employment practice)’
에 대해서는 1989년 6월 4일(Wards Cove 사건 판결의 전날)의 시점에
서 존재하고 있었던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앞에 언급한 요건 ④의 한
정적인 견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48)
마지막으로 요건 ①에 대해서는 703조(k)(1)도 특정한 행위가 차별
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의 증명을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그
48) 무엇보다도 Wards Cove 사건의 요건 ④는 이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
니었으며 따라서 703조(k)(1) 규정에 의해 변경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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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단서(조건)에서 사용자에 의한 일련의 결정과정이 개개의 요소로
따로 떼어 분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
로 분석해도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1991년 공민권법은 701조(k)(2)에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의
도적 차별의 항변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이는 재판 사례 가운데
‘업무상의 필요성’을 차별적 취급의 사건에 원용하여 BFOQ보다도 느
슨한 항변으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급
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 업무상의 필요성
1991년 공민권법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차별적 효과에 대한 항변으
로 명확히 위치지었다. 그러나 이를 어느 정도까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원고측에서는 예전과 같은 노골적인 차별은 적어진 반면, 승진에서
이른바 ‘유리 천정(glass ceiling)’과 같은 차별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49) 차별적 취급 법리가 반드시 충분히 기
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선출 방법에 대한 차별적 효과 법
리 적용에서 나타나듯이 차별적 효과 법리의 적극적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채용조건이나 테스트
로부터 내부자 우선 인사, 수염 금지, 화장실의 미비, 영어 사용의 의무
화에 이르기까지 차별적 효과가 다투어지고 있고, 본래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는 고용상의 제한이나 방침에 대해서 불균등한 효과가 발생한
다고 하는 것만으로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의 증명을 요구받는 것은 부
당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서도 표출되고 있는 백인 남성 계층의 커다란 불만이 더해지고 있다.
Wards Cove 사건의 느슨한 기준은 입법에 의해 밀려난 상황에서는
49) 1991년 공민권법 제2편에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리천정 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치하여, 조사․연구나 권고를 행하게 할 것을 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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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필요성’ 개념이 바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관건이
된다. Wards Cove 사건 이전부터 ‘업무상의 필요성’ 개념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신규정하에서의 법리전개가 주
목된다.

라. 그 밖의 규정
그 밖에 1991년의 개정에서는 701조(k)(3)에서 위법적인 약물을 사
용하는 자를 배제하는 룰에 대해서는 차별적 효과 법리가 적용되지 않
음을 규정하여, 마약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703조(1)에서는 채용이나 승진에 관한 테스트에서 인종, 피부
색, 성, 종교 또는 출신국에 근거하여 점수의 조정이나 다른 합격/불합
격 라인의 채용 등의 조작을 행하는 것을 위법적인 차별로 금지하였다.
소수인종이나 여성 합격자의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염두에 둔 규정이며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
대로 이와 같은 조정이나 조작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테스트 자체의
필요성․합리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3. 703조(h)에 의한 항변
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능력 테스트
703조(h)는 사용자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능력 테스트(professionally developed ability test)에 의거한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적인 차
별을 의도한 것이 아닌 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Griggs 사건이나 1975년의 Albemarle 사건50)을 비롯한 판례
는 그와 같은 테스트에 관해서도 차별적 효과가 있는 한, 매우 엄격한
‘타당성 검정(validation)’의 요건을 부과하여51), 테스트의 결과와 해당
50) Albemarle Paper Co. v. Moody, 422 U.S. 405 (1975)
51) 테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기준관련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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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수행능력 사이에 고도의 관련성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틀에 입각한 직무관련성 평가의 일환으
로 능력테스트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어 앞에 기술한 703조(h)의 규
정은 거의 의미를 잃고 있다.

나. 진정한 선임권제도
또한 703조(h)에서는 진정한 선임권제도(bona fide seniority system)
에 의해 발생한 고용조건의 차이는 그것이 차별의도의 결과가 아닌 한,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능력 테스트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판례는 이 규정을 매우 중시하여, 설령 선임권제도가 과거의
차별을 온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차별적 효과 법리는 적용되
지 않고 어디까지나 차별의사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1977년의 Teamsters 사건52)이 있다. 제7편의
시행으로 인종에 따른 직무의 분리가 폐지되고 흑인 피고용자가 새로
이 유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직무 단위의 선임권
제도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흑인 피고용자는 백인 피고용자보다 낮은
선임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례 중에는 이와 같
은 경우, 회사 전체를 단위로 하는 선임권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위법
적인 차별이 된다는 사고방식도 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703조(h)
의 존재(및 거기에 담긴 입법 의도)를 강조하여 선임권제도 자체는 중
립적이고 차별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을 부정했다. 또
한 1982년의 American Tobacco 사건53)에서는 이와 같은 선임권제도
가 제7편의 시행 후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선임권제도’라는 단어도 넓게 해석되고 있어, 1년간 45주 이상 근무
(criterion-related validity), 혹은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의 검
정이 행해진다.
52) Teamsters v. United States, 431 U.S. 324 (1977)
53) American Tobacco Co. v. Patterson, 456 U.S. 63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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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고용자를 그 이외의 사람들보다도 우대한다고 하는 취급도 ‘근무
기간’에 근거한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선임권제도에 해당한다.54) 또한
단체협약에 명기된 선임권제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
용․실시하고 있는 선임권제도도 포함된다.

다. 선임권제도와 이의제기신청 기간
선임권제도에 의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EEOC에 이의제기신청을 한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1977년의 Evans 사건55)은 성차별에
의한 해고(결혼퇴직제)에 대해 다투지 않은 채로 이의제기 기간을 지
나쳤던 스튜어디스가 나중에 제도가 폐지되어 재고용되었을 때, 신규
채용자로서의 선임권밖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이다.56) 연방대법원은 처
음의 위법행위를 가지고 싸우지 않은 이상, 신규채용 후의 낮은 선임
권은 진정한 선임권제도 적용의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속된 위반
(continuing violation)’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의제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Evans 사건에서는 선임권제도 자체는 중립적이며, 703조(h) 규정의
절차적 측면이 반영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의 Lorance 사
건57)에서는 어느 숙련직종에 대해서 여성차별을 목적으로 선임권제도
의 변경(공장 단위에서 직종별 단위로)이 시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703조(h)하에서도 변경 후의 제도는 위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3년 후에 여성 피고용자의 일시해고(lay off)가 행
해진 시점에서 비로소 EEOC에 이의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은 역시 이의제기 신청기간은 지나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시해고에 의해 선임권상의 불이익이
54) California Brewers Ass’n v. Bryant, 444 U.S. 598 (1980)
55) United Air Lines v. Evans, 431 U.S. 553 (1977)
56) 본래의 위법 해고의 구제로서라면, 해고 기간 중의 부분도 포함한 완전한
선임권의 회복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Franks v. Bowman Transportation
Co., 424 U.S. 747 (1976)
57) Lorance v. AT & T Technologies, Inc., 490 U.S. 90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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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기까지는 소송을 걸어 다투는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하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991년의 법개정에서는 Lorance 판례를 뒤집기
위해 706조(e)(2)가 마련되었다. 동 조항은 위법적인 의도적 차별을 목
적으로 도입된 선임권제도에 대해서 차별 목적이 표면상 분명한지의 여
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이 발생하는 시점을 ① 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② 어느 개인이 그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또는 ③ 그 제도의
적용에 의해 해당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제7편에서의 특별한 차별 유형

1. 임신 차별
가. 임신차별금지법(PDA)의 제정
701조(k)는 ① 제7편에서 ‘성을 이유로’라는 문구가 ‘임신, 출산 또는
이에 관련된 건강 상태(pregnancy, childbirth, or related medical
conditions)’를 이유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② ‘임신, 출산
또는 이에 관련된 건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여성은 고용에 관한
모든 목적(부가 급부의 수급을 포함한)에 있어 ‘임신, 출산 또는 이에
관련된 건강 상태’ 이외의 이유에 의해 똑같은 노동능력 내지 불능 상
태에 있는 자(persons…similar in their ability or inability to work)와
똑같이 취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등을 정하고 있다.
‘임신차별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 PDA)’이라고 불리
는 이 규정은 1976년의 Gilbert 사건판결58)을 변경하기 위해 1978년 법
개정시 추가되었다. Gilbert 사건은 피고용자를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통상적인 부상‧질병에 의한 일시적 노동불능(temporary disability)에

58) General Electric Co. v. Gilbert, 429 U.S. 125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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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급부를 인정하면서도 임신․출산으로 인한 노동불능을 비적용대
상으로 하고 있던 케이스이다. 연방대법원은 ‘임신한’ 여성의 제외에
지나지 않으며 ‘성’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DA는 그와
같은 해석을 부정하고 ‘임신, 출산, 또는 이에 관련된 건강 상태’를 이
유로 하는 차별을 위법적인 차별로서 명확히 금지한 것이다.
1983년의 Newport News 사건59)은 사용자가 여성 피고용자의 임
신․출산을 건강보험급부 대상에 포함하고 있던 경우였다. 그러나 남
성 피고용자의 부인의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급부대상에서 제
외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PDA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보험은 가족의
부상‧질병도 급부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피고용자의 가족
이 전면적인 급부를 받는 이상, 남성 피고용자의 가족도 역시 전면적
인 급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논리이다. 판결은 PDA가 Gilbert 사건
을 부정하여 임신․출산을 커버하도록 명령한 취지는 피고용자 자신의
임신․출산의 경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PDA의 시점과 Cal Fed 사건
PDA의 관심은 임신‘차별’의 금지에 있다. 임신․출산 자체를 이유로
하는 해고나 휴가 강제 등은 물론 위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질
병에 대해 휴가제도나 급부제도를 채용하면서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PDA 위반이 성립된
다. 그러나 다른 일시적 노동불능에 대해서 휴가제도나 급부제도가 없
다면, 임신․출산에 대한 휴가나 급부가 없어도 PDA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PDA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임신․출산에 대
한 상대적인 불이익의 배제에 그치는 것이다.
다만, PDA는 앞에서 언급한 ①에서 임신․출산 그 자체에 착안한다
고 하는 접근과 ②의 다른 일시적 노동불능과의 비교에 있어서의 평등
이라는 접근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1987년의 Cal Fed
59) Newport News Shipbuilding & Dry Dock Co. v. EEOC, 462 U.S. 669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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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60)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이 여성 피고용자의 임신․출산의
경우, 사용자에게 4개월 이내의 무급이지만 원직 복귀의 권리가 보장
되는 출산휴가의 부여를 의무로 했던 것에 대해, 다른 일시적 노동불
능의 경우보다도 유리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PDA의 ②에 반하며 연
방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은 PDA가 임신․출산에 관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
니며, 이 건의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신에 근거한 차별을 제거하여 고
용기회의 평등을 꾀한다는 PDA의 정신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여 제기
된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임신․출산을 다른 일시적 노동불능과 같이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보호를 부여할 여지를 정한 것이다.61)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모성의 강조
에 의해 지금까지의 부계 중심의 온정적인(paternalistic) ‘보호’ 입법의
재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계가 강하다. 오히려, 어디까지나 ‘평등’
에서 출발하여 남녀를 묻지 않고 일시적 노동불능 전반에 대한 보장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을 이러한 큰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3년의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은 그 같은 논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희롱
가. 성희롱
제7편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는 않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성희롱을 703조(a)를 위반한 성차
별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0년에는 EEOC의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성차별로서의 성희롱 법리가 정착되었다.
EEOC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환영받지 못하는(unwelcome) 성적
60) California Federal Savings & Loan Ass’n v. Guerra, 479 U.S. 272 (1987)
61) 초점은 어디까지나 피고용자 본인의 노동 불능이다. 육아휴가를 여성에게만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위법적인 성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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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성적 호의, 애정의 요구 및 그 밖의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이며, ① 그와 같은 행위에 따르는 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개인의 고용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그와 같은 행위에 따르
는 것 혹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상
결정의 기초로 쓰이는 경우, 또는 ③ 그와 같은 행위의 목적 혹은
효과가 개인의 노동이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협박
적, 적대적 내지는 불쾌하고 침해요소가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위법적인 성희롱이 성립된다(29 C. F.
R. §1604. 11 (a)).

나. 성희롱의 두 유형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진다. 실제 사건에서
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는, ‘대상(quid pro quo)’형이며 앞에서 언급한 가이드라인 중
① 및 ②에 해당된다. 상사 등으로부터의 성적 행위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고용상의 이익 향수나 불이익 회피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
을 거부했기 때문에 해고나 승진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위법
적인 차별이 성립된다.
두 번째는, 앞에 언급한 ③에 해당되는 ‘적대적 환경(hostile environment)’형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특정 성(gender)의 피고용자에 대한
성적인 ‘괴롭힘’이며, 동료 피고용자나 상사 등으로부터 성적으로 상스러
운 언동이 계속되어 노동환경 그 자체가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것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초기의 판례에서는 피고용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 하여, 적대적 환경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
나 1986년의 Vinson 사건62)에서 연방대법원은 703조(a)(1)이 금지하는
것은 ‘경제적’ 내지 ‘유형’의 차별에 한정하지 않고, 무형의 노동환경에
62)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477 U.S. 57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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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차별도 “피해자의 고용 조건을 변경하여 피고용자를 학대하는
(abusive) 노동환경을 만들어 낼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고 판시하여 적대적 환경형의 성희롱을 승인했다. 또한 1993년의
Forklift Systems 사건63)에서는 피고용자에게 노동환경이 적대적․학
대적이라고 느껴지게 되면, 본인이 특별히 정신적인 손상을 입지 않아
도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역시, 이와 같은 적대적 환경형의 차별은 인종, 출신국, 종교 등 성
이외의 차별 사유에 근거한 희롱(짓궂은 행위)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성애자에 의한 행위가 성희롱으로서 성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판례의 입장은 나누어져 있다.

다. 성적 행위와 사용자의 책임
위에 언급한 Vinson 사건은 원고 여성이 상사인 남성의 요구에 응하
여 수년에 걸쳐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케이스인데, 연방대법원
은 문제의 성적 행위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설령 피고용자가
이것에 응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임의적(voluntary)’이
었다고 해도 성희롱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점의 판단에 있어서 본인측에게 성적으로 도발하려는 언동이나
복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의 요소가 된다.
또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대가형의 경우
는 행위자가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귀책이 인정된다. 이에 비해 적대적 환경형의
경우에는 행위자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논의가 나누어져 있다.
Vinson 사건은 적대적 환경형의 케이스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절대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의 인식은 불가결하지는 않
지만 관습법(common law)의 대리법리를 참고로 하면서 개개의 사정
에 따라서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하도록 명하고 있다.

63) Harris v. Forklift Systems, Inc., 114 S. Ct. 367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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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 차별
가. 종교단체에 대한 종교차별의 적용제외
종교차별에 관해서는 우선 702조(a)에서 종교단체에 관한 적용 제외
가 정해져 있는 점이 특별하다. 이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그 조직상의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의 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편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비록 자체로는 세속적인 비영리사업이라 하더라
도 진정한 종교단체의 활동이면 제외 대상이 된다.64)
종교 이외의 사유에 의한 차별은 702조(a)의 대상 외이며, 종교단체
라고 하더라도 금지된다. 다만, 종교단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직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개 제7편의 규제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
석되고 있다.
또한 703조(e)(2)에서는 그 자체로서는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
육상의 기관에 대해서도 종교단체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경우나 커리큘럼이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의
교인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나. 종교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편의
위에 기술한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통상적인 사용자는 703조(a)
에 의해 종교 차별이 금지된다. 1971년에 추가된 701조(j)는 사용자가
‘과대한 곤란 없이…… 합리적인 편의를 꾀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용자의 일체의 종교상의 행위가 ‘종교’에 포함된다는 취지
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용자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종교차별을 금지하
는 것뿐만 아니라 ‘과대한 곤란(undue hardship)’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용자의 종교상 행위에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64) Corporation of Presiding Bishop v. Amos, 483 U.S. 327 (1987)에서, 연방
대법원은 그와 같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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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이 의무는 그리 높은 수준의 요구는 아니다.
1977년의 Hardison 사건65)에서는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조업하는 항
공기 정비시설에서 어느 피고용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토요일의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해고되었다. 연방대법원은 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선임권제도에 특례를 마련해서까지 피고용자의 근무변경을 인정할 필
요는 없으며, ② 감독자나 타 부문 피고용자에 의한 대체나 할증임금
을 지불하여 비번인 피고용자를 모집하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de
minimis)를 넘어선 부담을 사용자에게 지우기 때문에 ‘과대한 곤란’에
해당하며, 역시 실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Hardison 사건은 일체의 ‘합리적인 편의’가 ‘과대한 곤란’에 직결된
케이스였지만, 1986년의 Philbrook 사건66)에서는 사용자가 뭔가 ‘합
리적인 편의’를 행하고 있다면, 애초부터 ‘과대한 곤란’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종교상의 이유로 인한 결근을 위해 연간 3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선 만큼은 무급 결근으로 취급하고 있다. 판결요지는 ① 이
러한 조치는 다른 목적의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종교를 불리하게 취
급하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편의’에 해당하며, ② 이러
한 조치가 ‘합리적인 편의’라면, 피고용자가 제안하는 개인적 용도‧목적
의 유급휴가 유용 등의 조치가 ‘과대한 곤란’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것까지도 없이, 차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4. 출신국 차별
가. 출신국 차별의 의의
‘출신국(national origin)’이라는 단어는 ‘조상이 태어난 나라’를 포함
하며, 앵글로색슨계, 이탈리아계, 폴란드계, 멕시코계, 중국계, 아시아
65) Trans World Airlines v. Hardison, 432 U.S. 63 (1977)
66) Ansonia Board of Education v. Philbrook, 479 U.S. 60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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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히스패닉, 아르메니아계 등 다양한 레벨의 민족적 출신을 포섭하는
개념이다. 이들 요소에 근거한 차별은 703조(a)에 의해 금지된다.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출신국에 따라 종종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만, ‘업무관련성’과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법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703조(a)는 ‘국적(citizenship)’이나 ‘외국인이라는 점
(alienage)’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
다. 1973년의 Espinoza 사건67)은 사용자가 미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
람을 배제한 경우인데, 제7편에는 미국 국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차
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법 의도가 있다고 하여 출신국 차별의 성립
은 부정되고 있다. 다만, 캐나다인은 괜찮지만 멕시코인은 배제한다고
하는 외국 국적자간의 차별이 있다면 출신국 차별에 해당된다.
1986년 이민법 개정․관리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102조는 불법 입국자의 사용을 형사벌로 처벌하는 한편, 미국인 및 적
법하게 입국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intending citizens”)
에 대해서는 채용이나 해고상의 국적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다.

나. 외국기업과 우호통상 항해조약
재미 외국기업이 자국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우대하는 것
은 출신국 차별 혹은 인종차별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제7편에 위반
된다. 그 나라 출신자라는 점이 BFOQ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적
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출신국 차별의 의사 내지 효과를 부정하기 어
려운데다가 이민법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물론 그 나라의 언어나 관습
에 정통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별적 효과가 발
생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업무상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특정 국가와의 조약에 의해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의 8조(1)에, 미일 쌍방의 회사가

67) Espinoza v. Farah Mfg. Co., 414 U.S. 86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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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내에서 ‘스스로 선발한 고급 직원(executive personnel…of their
choice)’을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문제가 된다.
첫째, 이 조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하여, 1982년의
Sumitomo 사건68)은 미국에서 설립된 현지법인은 포함하지 않고 일본
에 있는 모 회사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지법인이 모 회사의
조약상의 권리를 원용할 가능성에 관하여는 논의가 존재한다. 두 번째
문제는 조약에 의해 보장된 ‘선택의 자유’의 의미이다. 본래의 보장 목
적은 현지 국민 고용 의무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조
항이 결코 일체의 고용차별금지법 적용의 면제를 정한 것은 아니며 합
리적 범위에서만 자국 국적자의 우선 선발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한정
적으로 해석하는 판례가 많다. 셋째, 이와 같은 자국 국적자의 우선과
제7편에 있어서 ‘출신국’과 ‘인종’의 차별 금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
약의 취지를 존중하여 차별적 의도․차별적 효과도 부정하는 판례도
있지만69), 아직 확립된 원칙은 없다.
이 조약 규정의 적용은 상급관리직에 한정되며, 일반 피고용자에게
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5. 보복적 차별
704조(a)에서는 피고용자가 제7편 위반행위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나
제7편의 구제절차에서 이의제기나 증언 등의 활동을 행한 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 행사나 절차 참가를 이유로 한 보복(retaliation)
의 금지는 다른 다양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7편의 경우
에는 ‘반대(opposition)’의 범위가 넓고, 구두 항의에서 외부의 반차별조
직에 대한 통보, 서명운동, 선전지 배포나 미디어를 통한 선전활동, 파
업이나 피케팅 등의 단체활동까지, 다양한 행동이 포함된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자의 행위가 제7편 위반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피고용
68) Sumitomo Shoji America, Inc. v. Avagliano, 457 U.S. 176 (1982)
69) Fortino v. Quasar Co., 950 F. 2d 389 (7th Ci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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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된다. 물론 위법적
인 행위,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 중상, 부당한 업무 방해 등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4 절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

1. 제7편의 구제절차
가. EEOC에 대한 이의제기신청(申立)
제7편을 위반한 차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706조(b)의
규정에 근거하여 EEOC에 ‘이의제기신청(charge)’을 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신청 기간은 해당 차별행위의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이
다(706조(e)).
그러나 주나 지방정부가 제7편에 상당하는 독자적인 차별금지법령을
제정하고, 이의 집행을 위한 별도의 구제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
는(일정한 요건에 의해 EEOC의 지정을 받는다), 우선 이러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60일간은 신청을 받은 주․지방정부
의 기관만이 조사와 조정을 행할 권한을 갖는데, ① 이 기관이 절차를
종료했을 때 또는 ② 이의제기신청으로부터 60일이 경과했을 때는
EEOC에 다시 이의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706조(e)). 이 경우에는 차별
행위의 시점으로부터 300일 이내일 것과 동시에 ①에 대해서는 종료통
지의 수령으로부터 30일 이내일 것이 요건이 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주가 독자적인 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을 경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가 되고 있다.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에 제기된 소송이 관
할요건 결여를 이유로 당연히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권리방
기나 금반언(estoppel) 원칙에 의해 소송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한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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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와 조정
EEOC는 이의제기신청에 대해 ‘조사(investigation)’를 행한다(706조
(b)). 조사 결과,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것을 각하
한다.
만일 이의제기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EEOC는 협
의, 설득을 동반한 ‘조정(conciliation)’을 행하며, 합의에 의해 차별 시
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인,
피신청인, EEOC 3자간에 구속력 있는 서면의 협정이 체결되고, 사건
은 종결된다.

다. 소송의 제기
이의제기신청 후 30일을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EEOC
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피신청인을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차별의 구제
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706조(f)(1)).71) 이 경우 신청인
은 소송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EOC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신청인은 EEOC로부터 ‘소권부여
장(“right-to-sue” letter)’을 얻음으로써 스스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706조(f)(1)). 소권부여장은 ① EEOC가 이의제기
신청을 각하한 경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EEOC가 소송을 제기하
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③ 이의제기신청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한 후에 신청인이 청구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부여된다. 신청인의 소송
은 소권부여장을 받은 후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똑같은 차별의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연방민사소송규칙 23
70) Zipes v. Trans World Airlines, 455 U.S. 385 (1982)
71) 피신청인이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EEOC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소송을 제
기한다. 정형화된 차별 사건에 대해서 EEOC의 소송제기 권한을 정한 707
조(c)는 실제로 706조(f)(1)에 포섭되기 때문에 거의 의미를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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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서 집단 소송(class action)이 가능하다. EEOC가 제기하는
소송은 실제적으로 커다란 사건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706조(f)(1)에 의해 부여된 특별한 권한에 근거한 소송
이므로 연방민사소송규칙 23조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72)

라. 동의판결에 의한 시정 조치와 역차별 소송
소송 도중에 당사자간에 일정한 시정 조치를 행하기로 합의가 성립
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간에 합의된 시정 조치를 명하는 ‘동의 판결
(consent decree)’을 내린다. 집단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당
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의 내용적인 검토는 거의 하지 않는 것
이 보통이다. 동의판결도 형식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며, 위반에 대해
서는 법원 모욕이 성립한다.
동의 판결은 통상적인 판결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참가하고 있지 않
은 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판결에서 명령한 차별 시정 조치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경
우, 예를 들면 소수인종과의 소송에서 사용자가 차별 시정 조치에 동
의함으로써 백인 피고용자의 이익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로 역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차별 시정 조치의 안정성이 손
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703조(n)은 판결․명령(통상 판결, 동의
판결 모두 포함하는)에 근거한 차별 시정 조치(의 시비)를 다툴 소송에
관하여, ① 이전 소송에 있어서 사전에 판결․명령의 통지를 받고, 이
것의 시비를 가릴 기회가 주어져 있었던 경우, 또는 ② 같은 법적 근거
에 의해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그 판결․명령의 시
비를 가려서 매듭지어져 있고, 해당인의 이익도 판결․명령에 적절히
대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73) 또한 ① ②에 해당되지 않고 역차별 소송이 허
72) General Telephone Co. v. EEOC, 446 U.S. 318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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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우에도 그 소송은 본래의 판결․명령을 내린 법원에,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전 소송을 담당한 재판관에게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 판결에 의한 차별 시정 조치는 자발적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분
류되며, 이에 관한 적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통상적인 판결
에 의해 차별 시정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이하에서 서술하는 706조(g)
에 비추어 적법성 판단이 이루어진다.

2. 구제의 내용
가. 706조(g)에 의한 구제 권한
제7편의 706조(g)(1)에 의하면, 법원은 위법적인 차별에 대해 ① 해
당 행위의 금지, ② 피고용자의 백 페이(back pay)(조건)부 복직이나
채용을 포함하는, 적절한 적극적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③ 그
밖에 법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모든 형평법(equity)상의 구제(equitable
relief)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에는 위법적인 차별을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행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듯한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문에서 말하는
‘의도적으로’란 해당 행위가 무의식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의미
에 지나지 않으며 차별적 효과 법리를 제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
되고 있다.
또한 ②와 관련하여 조문에서는 ‘백 페이(back pay) 없는 복직이나 채
용’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75년의 Albemarle
사건74)에 의하면 백 페이를 부정해도 차별 피해자의 구제라는 법 목적
을 침해하지 않을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원은 반드시 백 페이를 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임권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이다. 1976년의 Franks 사건75)은 위법적인 채용 거부의 구제로
73) Martin v. Wilks, 490 U.S. 755 (1989)를 뒤집기 위해 1991년 공민권법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74) Albemarle Paper Co. v. Moody, 422 U.S. 405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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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채용을 명하는 경우에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인이 최
초부터 채용되어 있다면 가지고 있었을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백 페이에 관해서는 신청 2년 전의 시점까지가 상한으로 정해
져 있어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현실적으로 소
득을 얻었거나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 얻어졌을 중간 수입액은 백
페이에서 공제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1982년의 Ford 사건76)에 의
하면, 채용 차별을 다투고 있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도중에 그 자리
에 채용할 것을 제의한 경우, 설령 그것이 당초부터의 완전한 선임권
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피차별자는 손해 경감을 위해 취로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후에 채용 차별이 인정되었
다고 해도 제의한 날부터 이후분에 대해서는 백 페이가 부정된다.
법원이 채용을 명하였으나 실제로 비어 있는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빈 자리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고용해야 하며 고용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및 제 급부를 지불할 것(front pay)을 명령받는다.

나. 706조(g)와 어퍼머티브 액션
706조(g)(1)의 적극적 시정 조치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1984년의
Stotts 사건77)에서 실제로 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만을 인정하며, 같은 인종이나 성별의 사람을 넓게 우대하려는 어
퍼머티브 액션의 명령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시사하고 있
었다. 그러나 1986년의 Sheet Metal Workers 사건78)에서는 노동조합
의 악의적인 인종차별(가입 거부)에 대한 구제로서, 수년 후까지 백인
이 아닌 조합원의 비율을 일정 수준에 도달시킬 것, 그리고 그 목표를

75)
76)
77)
78)

Franks v. Mowman ransportation Co., 424 U.S. 747 (1976)
Ford Motor Co. v. EEOC, 458 U.S. 219 (1982)
Firefighters Local 1784 v. Stotts, 467 U.S. 561 (1984)
Local 28, Sheet Metal Workers’ International Ass’n v. EEOC, 478 U.S.
42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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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활동을 위해 기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 적법하다
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판결의 다수 의견에 의하면, Stotts 사건은 개인에 대한 구제의 한계
를 서술한 것이며, 명확히 인종 전체에 주목한 어퍼머티브 액션도 포
괄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① 오랜 시
간에 걸쳐 현저한 차별이 있고, 그 흔적을 쉽게 제거하기 어려우며, ②
명령이 내려진 목표는 탄력적(flexible)이고 잠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
아, 현존하는 백인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제7편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자발적 어퍼머티브 액
션의 경우와 유사한 판단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차별에 대
한 구제에 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Sheet Metal Workers 사건에서는 재판관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실제 차별 피해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우대를 초
래하는 구제도 가능하다는 점과 이 사건의 구제가 적법한 점에 대해서
는 다수 의견이 형성되었지만, 역시 논의의 여지가 크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
706조(g)가 정한 것은 ‘형평법상의 구제’이다. 따라서 순수한 손해배
상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종래에는,
예를 들어서 성희롱의 경우, 피고용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만둔 경우를 ‘간주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로 구성하여 백 페이를
명하는 것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79) 일체의 금전적인 구제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공민권법의 102조가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로
서 손해배상을 도입한 이후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79) 간주 해고는 피고용자의 사직을 ‘해고’와 동일시하는 법리이다. 일반적으로
①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일 것, ② 그것이 합리적인 인간에게 ‘참기 어려운’
정도에 달해 있을 것, ③ 그 위법 행위로 인해 피고용자가 사직했을 것이라
는 요건에 의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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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해배상은 의도적인 차별행위의 경우에 706조(g)에 의한 구제에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차별적 효과의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
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기되
어 있고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및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다. 전자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
적 손해 등의 비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인데, 백 페이 등 706조(g)
에 의해 이미 가능한 구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보상은 위반
자에게 적극적 악의(malice) 또는 피고용자의 권리에 대한 심한 경시
(reckless indifference)가 있었음을 원고가 증명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위반자가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배제되어 있다.
이들 두 가지 손해배상의 합계액에는 사용자의 규모(당해 또는 전해
에 20주 이상 사용된 피고용자의 수)에 따라 원고 1인당 다음과 같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은 이 제한의 대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용자수
피고용자수
피고용자수
피고용자수

15인～100인
101인～200인
201인～500인
501인 이상

5만
10만
20만
30만

달러
달러
달러
달러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 일방은 배심절
차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위에 기록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을 배심원에게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심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백 페이는 별도로 법관이 결정한다.
이전에는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로서 NLRB를 모델로 EEOC에 구
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안이 주장된 적도 있다. 그러나 1991
년 공민권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도입은 제7편의 구제가 이미 NLRA의
행정적인 구제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져 불법행위소송의 방향으로 이행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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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호사 비용의 지불
706조(k)에 의하면, 제7편 위반 소송에서 법원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감정인 비용도 포함해서)을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상대방에게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차별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싸우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며, 실제로 대단히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서,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변호사 비용의 지불을 피고에게 명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80) 거꾸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하찮고, 불합리하며, 또는 근거 없다(frivolous, unreasonable, or
groundless)’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의 변호사 비용 부담 명
령은 내려지지 않는다.81)
피고 패소 판결에 대해 피고측의 참가인만이 상소했지만 패소한 경
우, 참가인 자신은 차별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소가 ‘하찮고,
불합리하며, 또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상소심에서 승소
원고의 변호사 비용 부담 명령을 받지 않는다.82)

80) Newman v. Piggie Park Enterprises, Inc., 390 U.S. 400 (1968)
81) Christianburg Garment Co. v. EEOC, 434 U.S. 412 (1978)
82) Independent Federation of Flight Attendants v. Zipes, 491 U.S. 75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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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그 밖의 차별금지입법

1. 연방법전 42편 1981조
가. 19세기 공민권법의 평등 규정
연방의회는 남북전쟁 종료 후 노예제도의 폐지와 함께 인종차별을
부정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했다. 그 중에는 현재 연방법전 42편
에 계승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평등을 정한
1981조, 소유권 등에 대한 평등을 정한 1982조, 주법의 이름 아래 행해
진 연방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금지한 1983조, 연방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공모를 금지한 1985조(c) 등이다.
이 중에서 고용차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81조(42 U.S.C
§1981)이다. 이 규정은 1866년 공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의
일부로서 제정된 것이며, 미국 내의 모든 사람이 어느 주․준주에서나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소송의 제기․당사자 참가․증언, 그 밖의 모든
법 및 법적 이익에 대해서 “백인 시민이 누리고 있는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소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1981조의 부활
일찍이 1981조는 헌법상의 문제로 인해 개인간의 관계에 대한 적용
을 사실상 부정당하고, 제정 이래 거의 1세기에 걸쳐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우선 이 규정이 개인간의 관계도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그것이 긍정된다고 해도 이번
에는 연방의회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헌법상의 근거가 있는지가
의문이 된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1883년의 판결83)에서 수정헌법 제
14조(5절)는 ‘주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위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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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또한 수정헌법 제13조(2절)는 인종차별 일반은
물론 노예제도와 관련된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의 근거조차 안 된
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1981조의 헌법상 근거는 극히 미약하였다.
그러나 1968년의 Jones 사건84)에서 연방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1866년 공민권법에서 유래하는 1982조에 대해서 개인에 의한 차별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한 다음,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률의 제정 권한을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해 소유한다는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다. 수정헌
법 제13조는 연방의회에 대해 무엇이 노예제도의 흔적․증빙인지를 독
자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입법을 행할 권리를 위임하고 있다고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 해석은 이후의 판결에서 1981조에도 적용되어 개인
간의 고용계약관계가 이 조항의 규제를 받는 형식이 확립되었다85). 주
간 통상과는 완전히 다른 근거에 의한 연방법으로서, 사용자의 규모나
통상에 대한 영향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체의 고용관계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그런데 1989년의 Patterson 사건86)은 1981조가 개인간 관계에의 적
용을 예정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노골적인 의문을 제기한 다음, 1981
조가 말하는 ‘계약의 체결 및 집행(to make and enforce contracts)’이
라는 문구를 극히 좁게 해석하여, 채용(계약 체결)할 때의 차별은 금지
되지만 채용 후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차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견해를 취했다.
이에 대해 1991년 공민권법 101조는 Patterson 판결을 부정하기 위
해 1981조에 (b)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체결 및 집행’이 계약의 이행․
개정․종료 및 계약상의 모든 이익․권리․조건의 향수를 포함한 것임
을 명기했다. 고용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국면이 1981조의 규제를
받으며,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인종차별에 대한 금지가 재차
83) Civil Rights Cases, 109 U.S. 3 (1883)
84) Jones v. Alfred H. Mayer Co., 293 U.S. 409 (1968)
85) Johnson v. Railway Express Agency, 421 U.S. 454 (1975) ; Runyon v.
McCrary, 427 U.S. 160 (1976)
86) Patterson v. McLean Credit Union, 491 U.S. 16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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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것이다. 또한 동시에 마련된 (c)항에서는 1981조가 개인간의 관
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다. 1981조의 의의
1981조는 ‘인종’에 의한 차별만을 대상으로 한다. 규정의 문구로 보
아 백인에 대한 차별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1976년의 Santa Fe 사건87)을 통해 백인에 대한 차별도 1981조 위반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인종’의 개념도 반드시 엄밀한 인류학
상의 분류로 다루어지지 않고, 혈통적․민족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된다고 하여 아랍인이나 유태인에 대한 차별도 거
기에 포함한다.88)
1981조에서는 제7편에서와 같은 차별적 효과 법리는 부정되고 있으
며 어디까지나 의도적인 인종차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89)
1981조에 의한 구제는 제7편의 구제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
다. 차별의 피해자는 1981조에 근거하여 직접 연방법원에 출소하여 징
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EOC 등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제소기간도 보다 길다. 또한 피고용자가 15명 미만
으로 제7편의 적용에서 제외된 사용자에 대해서도 1981조는 적용된다.
종전에는 구제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1981조가 가진
최대의 매력이었지만, 1991년 공민권법에 의해 제7편에서도 손해배상
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의의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현재도 1981
조에서는 배상액에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을 두
고 인종차별과 성이나 종교 등 다른 차별을 구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제7편의 손해배상의 상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다.

87) McDonald v. Santa Fe Trail Transortation CO., 427 U.S. 273 (1976)
88) Saint Francis College v. Al-Khazraji, 481 U.S. 604 (1987); Saare Tefila
Congregation v. Cobb, 481 U.S. 615 (1987)
89) General Building Contractors Ass’n v. Pennsylvania, 458 U.S. 375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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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임금법(EPA)
가. 동일임금법(EPA)의 위치
1963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EPA)은 임금에 관한 남녀차별
을 금지한 연방입법이며,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규제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 법의 6조(d)로서 마련되어 있다.
EPA는 고용 전반에 관한 성차별을 금지한 제7편보다 1년 먼저 제정
되었기 때문에 임금에 관한 성차별에 대해서는 EPA와 제7편이 중복된
다.90) EPA는 오랜 현안이었던 남녀 동일임금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
지만, 제7편에서의 포괄적이고 빈틈없는 차별금지와 비교한다면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적용범위나 구제의 절차․내용에서 제7편에서는 받
을 수 없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유지하고 있다.

나.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의 금지
EPA(6조(d)(1))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소 내에서 “그 수행을 위해
동일한 기능, 노력 및 책임(equal skill, effort, and responsibility)을 요
하며, 또한 똑같은 노동조건(similar working conditions)하에서 행해지
는 직무”에 있어서 동일 노동에 대해, 피고용자간에 성별에 의한 임금
차별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임금격차가 ① 선임권제도, ② 능
력, 성적에 의한 임용제도, ③ 생산의 양과 질에 의한 개수제(piece rate)
임금제도, ④ 그 밖의 성별 이외의 요소에 근거한 차이에 의한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
결국 ‘동일 노동(equal work)’에 종사하는 남녀 피고용자에 대해 성

90) 제7편은 당초의 법안에서는 성차별을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그
러나 법의 성립 저지를 노린 남부 출신 의원이 ‘성’이라는 문구를 더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대로 가결되어 버렸다고 한다. 성차별이 제7
편에서 금지된 것은 매우 우연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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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근거하여 동일하지 않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위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wages)’의 범위에는 여러 종류의 수당이나 보너스, 부가
급부 등도 포함된다. 또한 노동단체가 그와 같은 차별을 사용자에게
행하게 하는(또는, 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6조(d)(2)).
다만, EPA에는 어디까지나 “같은 ‘사업소(establishment)’ 내에서”라는
한정이 지어져 있고, 사업소를 넘어선 남녀의 임금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동일 노동’의 요건은 완전히 동일(identical)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으로 동일(substantially equal)하면 된다. 그 기준은 양자의 직무가 ‘동
일한 기능, 노력 및 책임’을 요하며 ‘똑같은 노동조건’하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직무의 명칭이나 분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그 내용에 의
거하여 판단된다. 또한 기본적인 직무가 동일하다면 부수적인 일의 내
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관계없다. 다만, 기능․노력․책임․근로조
건 각각에 있어서 공통성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 자체의 성격이 기본
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비교되는 남녀의 직무는 동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서 여성 현직자와 전임자인 남성 사이에 임금격차를 인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

다. 사용자의 항변
원고가 같은 사업소 내의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피고용자에게 다른
임금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사용자측이 앞에서 서술한
①～④ 중 어느 것에든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EPA 위반이
성립된다. 이들 중 ①～③은 ④의 예시와 같은 것이므로 사용자는 요
컨대 ‘성별 이외의 요소’에 의한 임금격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974년의 Corning Glass 사건91)에서는 공장의 제품검사원에 대해
주간근무는 전원이 여성이었지만, 야근은 주법인 심야업 금지와의 관

91) Corning Glass Works v. Brennan, 417 U.S. 188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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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때문에 관행적으로 남성만이 행해 왔다. 야근자는 심야근무수당을
지불받을 뿐만 아니라 기본임금 자체가 주간근무자보다도 높았다. 그
후, 이러한 관행이 개편되면서 여성의 야근도 가능해지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차이는 심야근무수당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종래부터
야간근무 제품검사원이었던 남성 피고용자에 대한 특례로서 종래의 높
은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안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EPA 위반의 성립을 인정했다. 판결
요지는 ① 제품검사원은 주간근무․야간근무를 불문하고 ‘동일 노동’에
해당되며(EPA가 말하는 ‘노동조건’은 물리적 환경과 위험도라는 요인
(factor)에 따라 측정되는 기술적인 개념으로 주간근무․야간근무의 구
별은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주간근무․야간근무에 의한 차이가
‘성별 이외의 요소’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건에서는 사용자는
그 증명 책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에서 기본임금의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남성 피고용자의 임금을 반영한 것이며 주/야간 교대
(shift)에 의한 차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성별 이외의 요소’의 예로서는 보다 고위의 직무를 맡기기 위한 훈
련으로서 해당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나, 보다 고도의 직무에 종사
하는 피고용자를 일시적인 필요성 때문에 해당 직무를 시키고 있지만
임금은 본래대로 주는 경우(“red circle” rate라고 부르는), 경험이나 교
육에 의한 차이, 임시노동자나 파트타이머에 대한 격차 등이 있다. 다
만, 이 중 어느 경우도 실질적인 성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
건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판단하기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라. EPA의 위반
EPA의 위반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정을 위해 피고용자의 임
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6조(d)(1) 단서). 즉 차별받은 피고용자의 임
금을 인상하는 형태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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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금의 차액은 공정노동기준법에서 최저임금 또는 시간외 임
금의 미지불분과 똑같이 간주되며(6조(d)(3)), 이 법의 절차에 따른 구
제가 행하여진다. 다만 ① 신청과 조정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 ② 법원이 임금의 차액에 더하여, 그것과 같은 액수의 부가배
상금(liquidated damages)의 지불을 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적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EPA에 관해서는 1978년 이래 공정노동기준법이 정한 노동부장관의
기능을 EEOC가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정노동기준
법의 절차이며, 제7편의 경우와 같이 EEOC가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행할 필요는 없다.

마. 제7편과의 관계
제7편의 703조(h)에 의하면, 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EPA의 규정에
의해 ‘시인되어 있는(is authorized)’ 경우에는 제7편의 위반에 해당하
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베넷 수정조항(the Bennett Amendment)이라고
불린다. 원래 제7편과 EPA와의 조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그 해석
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하였다.
베넷 수정조항을 넓게 해석하는 견해는 임금에 관한 성차별은 EPA
하에서 위법이 되지 않는 한 제7편 위반도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1981년의 Gunther 사건92)은 이러한 해석을 수용하지 않고 EPA에
서 사용자의 항변 사유가 되고 있는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7
편 위반을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①～④는 결국 ‘성별 이외의 요소’에
의한 격차이기 때문에 본래 제7편의 성차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
서 베넷 수정조항은 무의미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판례는
제7편에서의 광범위한 차별의사 추인이나 차별적 효과의 법리와의 관
계에서 ①～④의 적법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베넷
수정조항이 기능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92) County of Washington v. Gunther, 452 U.S. 16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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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의해 사업소 내의 ‘동일 노동’을 전제로 하는 EPA하에서는
위법이 아닌 남녀간의 임금격차라고 해도 제7편 위반이 될 가능성이 인
정된 것이다. 다른 직종간에도 ‘동등 가치(comparable worth)’의 노동이
라면 남녀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소위 ‘남녀 동일임금 원칙(comparable
worth)’ 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영역에 속한 주장이며, 제7편에 근거하
여 소송이 제기된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는 상당히 엄격하다.93) 현재까
지 이러한 소송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
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의 보호 대상
1967년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은 제7편을 모델로 제정된 연방법이다. 적용대
상은 제7편과 거의 같지만, 피고용자 수의 기준이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등(11조(b)) 약간의 차이도 존재한다.
ADEA의 중심을 이루는 4조(a)는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연령(age)’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7편
과 평행선상에 있는 규정인데, EPA와 같이 위법 해소를 위해 피고용
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정해져 있다.
ADEA의 특색은 연령차별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을 4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12조(a)). 예를 들면, 채용할 때 ‘35세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이지만, ‘25세 이상’이라는 제한은 적법하다. 결
국 ADEA는 추상적, 일반적인 ‘연령’차별금지가 아니라, 보다 고령인
자를 보호한다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는 예를 들면 60세 이상인 자를 우대한다고 한 차별은 허
용되지 않는다.
ADEA가 제정될 당시에는 보호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이 65세로 정해

93) AFSCME v. State of Washington, 770 F. 2d 1401 (9th Ci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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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었다. 그러나 1978년의 개정으로 70세로 올려진 후, 결국 1986년
의 개정에 의해 상한선은 철폐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강제적인 정년퇴
직제(mandatory retirement)는 특별히 정해진 좁은 예외를 제외하고94)
그 정년 연령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위법이다.

나. 연령차별의 법리
ADEA하에서는 직접적 증거에 의한 차별의사의 인정, McDonnell
Douglas/Burdine 룰에 의한 차별의사의 추인, 통계자료를 이용한 체계
적인 차별적 취급 등 제7편과 똑같은 차별적 취급 법리가 적용된다. 또
한 진정한 직무자격(BFOQ)의 항변도 규정되어 있으며(4조(f)(1)), 제7
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95) 고령자는 잦은 질
병에 시달리고 체력․스피드․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의 고정관념
(stereotype)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으며,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근거하여 평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차별적 취급에서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연령’에 의한 차별의사
이다. 1993년의 Hazen Paper 사건96)에서는 ‘근무연수’에 근거한 차별의
사가 존재하고 근무연수가 연령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곧 ADEA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제7편에서와 같이 차별적 효과를 놓고 다툼이 벌
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것을 인정한 판례도 많다. 예를 들어
Geller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비용 삭감을 위해 일정한 임금수준 이상의
사람(경험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과의 계약을 종결하고, 임금이 낮은
사람으로 대체한 것이 연령에 의한 차별적 효과를 이유로 위법으로 판
단되었다.97) 이 판례에 대해서는 차별적 효과 법리를 부정하는 견해도
94) 일반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최상층의 관리직으로 연간 44,000달러 이상의 퇴
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65세 정년제가 인정되고 있다(12조
(c)(1)).
95) Western Air Lines v. Criswell, 472 U.S. 400 (1985). p.23의 주 17)을 참조.
96) Hazen Paper Co. v. Biggins, 113 S. Ct. 1701 (1993).
97) Geller v. Markham, 635 F. 2d 1027 (2d Ci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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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되고 있다. 그 근거로서 ADEA의 4조(f)(1)이 ‘연령 이외의 합리적
요소’에 근거한 차이는 위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EPA의 규정과는 달리 ADEA 4조(f)(1)에서
는 ‘합리적’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적 효과 법리
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결부시킬 여지도 있다. 어쨌든 Hazen Paper 사
건은 ADEA에 있어서의 차별적 효과 법리의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다.
ADEA 4조(f)(2)에서는 ① 진정한 선임권 제도에 근거한 경우와 ②
진정한 급부제도에 있어서 연령에 의한 비용차에 근거한 차이(생명보
험료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다
만, 그 중 어느 경우도 강제적인 퇴직을 요구 내지 허용하는 것이어서
는 안 된다. 또한 1990년의 법개정에서 피고용자에 대한 급부제도, 퇴
직수당과 연금의 조정, 조기퇴직 장려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이러한 경우들의 적법 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4조(i)․(1)).
인간은 누구든 결국은 나이를 먹고, 많든 적든 간에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연령은 인종이나 성별과는 다른 이
질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가 ‘연령차별’ 개념의 어려움으로 연
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 위반에 대한 구제
ADEA에서 구제는 공정노동기준법과 제7편을 합한 듯한 독특한 것
이다. 제정 당초에는 노동장관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EPA
의 경우와 같이 1987년에 EEOC로 권한이 이관되었다.
ADEA 7조(b)가 준용하는 공정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① EEOC
는 차별피해자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② EEOC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차별피해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이의제기신청을 받는 것을 특별히 요건으로 하
고 있지는 않지만, EEOC는 소송제기 전에 조정을 통해 임의적인 차별
시정을 시도할 의무가 있다(7조(b) 단서). ②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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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주의 기관 및 EEOC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과 조정 등 제7편과 유사
한 행정적 절차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7조(d)).
ADEA 위반에 대해서 법원은 공정노동기준법의 구제 외에, 법의 취
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일체의 관습법(common law) 또는 형평법
상의 구제를 명할 수 있다(7조(b) 단서). 이에 따라 차별행위의 금지,
백 페이(조건)부 복직․채용 등, 제7편 706조(g)와 똑같은 구제가 주어
진다. 또한 고의적인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백 페이에 추가
로 그것과 같은 액수의 부가배상금(liquidated damages)의 지불을 명할
수 있다. ‘고의적(willful)’이라는 것은,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
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ADEA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그것에 관해서 무모할 정도로 무관심했
던 것을 의미한다.98)
부가배상금은 공정노동기준법에 규정된 특수한 구제인데, ‘관습법상의
구제’는 여기에 흡수되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ADEA하에서는 일반적
인 보상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1991년 공
민권법에서도 ADE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다.

4.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의 제정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에 관해서는 1973년
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서 연방정부와의 계약체결자에 대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의무화하고(503조),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프
로그램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해 왔다(504조).
재활법은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 일반 사용자에 대
해서도 적용되는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제정된 후에는 ADA가 장애 차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
98) Trans World Airlines v. Thurston, 469 U.S. 111 (1985). 또한 앞에 기술한
주 96)의 Hazen Paper 사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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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있다.
ADA의 법 구조는 제7편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적용범위(101조(5))
나 구제 절차․내용(107조)은 제7편과 같다. 1991년 공민권법에 의해
상한선이 정해진 손해배상 구제도 도입되었다. 또한 장애차별의 의의
에 관해서는 약간의 문구 차이가 있지만 재활법 504조에서의 법리를
계승하고 있다(501조(1)).

나. 장애를 가진 개인
ADA의 102조(a)는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를 가진 개인(individual with
a disability)’에 대해서 그 장애를 이유로 하는 일체의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해서는 ADA 3조(2)에 재활법 8조(B)의 ‘핸
디캡을 가진 개인’에 따른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장애’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상으로 그 사람의 중요한 생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의
미한다. ‘장애를 가진 개인’에는 이러한 손상(impairment)을 실제로 가
진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와 같은 손상의 경력을 가진 자 및 그와
같은 손상을 가진다고 여겨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과거의 부상‧질병
경력,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 경력 등). 결핵이나 HIV 감염 등 전염
성 질병도 신체적인 손상으로서 ‘장애’에 해당한다.99) 그러나 인플루엔
자, 맹장염, 수족의 골절 등 일시적인 상병이나 일반적인 근시, 원시와
같이 경미한 것은 원칙적으로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
인 성격이나 체격, 왼손잡이 등은 의학적으로 인지된 손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역시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ADA 511조에서는 동성애자(homo sexual) 및 양성애자(bisexual),
복장 도착증, 노출증 등의 성적 행동의 문제, 강박적인 도박벽, 도벽,
99) School Board of Nassau County v. Arline, 480 U.S. 273 (1987)은 감염자
중에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모든 감염자를 보호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결핵이 ‘장애’에 포함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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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위법적인 마약의 사용에서 생긴 정신성 증상을 특별히 ‘장애’
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위법적인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자
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와의 관계에서는 ‘장애
를 가진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104조(a)).
장애 차별의 금지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격 요건을 갖춘(qualified)’
사람인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의미는 해당인이 해당 고용상의 지위에
요구되는 기능, 경험, 교육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합리적인
편의에 의해 혹은 합리적인 편의가 없어도 그 지위의 ‘본질적인 직무
(essential function)’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101조(8)). 본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드물게 발생하는 부수적․주변적인 직무는
불가능해도 상관없다.
ADA는 사용자가 ‘가장 유능하고 적격인’ 사람을 뽑는 것을 결코 부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인이 본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장애’의 존재가 불리하게 기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 장애 차별의 내용
ADA 103조(b)는 103조(a)가 금하는 ‘차별’에 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제한․격리․분류, ② 고용알선기관․노동조합․보험회사 등과의 차별
적인 계약 체결 등, 일곱 가지 유형의 행위가 포함됨을 특별히 규정하
고 있다. 그 중에는 ③, ⑥, ⑦에 고용상의 기준이나 테스트에 관한 차
별적 효과 법리가 편입되어 있다. 또한 ④에는 가족이나 친구 등 해당
인 이외의 관계자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도 언급되어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⑤의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의 거부이다. 이 조항에 의해 사용자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이미 알려
진 신체적․정신적 제약에 대해 해당인이 ‘그것 이외의 점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otherwise qualified)’ 한, 합리적인 편의를 도모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경우 합리적인 편의에 의해 해당 지위의 본질적
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장애’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합리적 편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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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사업 운영에 ‘과대한 곤란(undue hardship)’을 초래하는 것을 사
용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다.
‘합리적인 편의’는 기존 시설의 개선 이외에 직무․인원배치․시간
할당의 재편, 기기의 입수․개량, 시험이나 훈련의 재검토 등을 포함한
다(101조(9)). ‘부당한 곤란’은 해당 시설 및 사용자 전체 규모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곤란․비용(sigmificant difficulty or
expense)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101조(10)). 이들 용어는 제7편의
종교 차별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ADA 쪽이
훨씬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DA 103조(c)는 건강진단․조사도 ‘차별’의 한 유형이라는 것
을 규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 ① 채용 결정시에는
장애의 유무나 정도의 진단․조사가 금지되며, 직무에 관련된 수행능
력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채용 결정 후 취로 개시 전의 건강진단은
그것이 장애의 유무를 묻지 않고, 전원에게 요구되며, 정보의 비밀이
지켜지는 등의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진단에 의
해 장애가 발견되어도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 부정되지 않는 한, 채용
은 취소할 수 없다. ③ 채용 후의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이 직
무관련성과 업무상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장애의 유무
나 정도의 조사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 단, 직장의 건강관리를 위한 임
의적인 건강진단은 정보의 비밀 보장을 조건으로 인정된다. 이들 요건
을 갖추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의 실시 자체가 장애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라. 금지되지 않은 행위
ADA에서는 차별의 주장에 대한 항변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자격 요건이나 기준에 의한 차별적 효과의 주장에 대해, 자격
요건이나 기준이 직무관련성과 업무상의 필요성을 갖추고 있고, 동시
에 합리적인 편의에 의해서도 그 이행이 불가능함을 증명한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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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별은 성립되지 않는다(103조(a)). 이 경우 자격요건의 내용으로
서 해당 개인이 다른 피고용자의 건강․안전에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03조(b)). 또한 종교단체의
활동(103조(c))과 식품을 다루는 업무에서 전염성 질병(103조(d))에 관
한 특별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마약이나 알콜에 관해서도, 직장에서의 사용금지나 중독자에 대한
다른 피고용자와 같은 업무수행 레벨의 요구 등이 허용되며(104조(c)),
마약 사용 검사가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104조(d))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진정한 건강보험 등의 급부제도에서 리스크 계산에 근거한 보험료나
급부의 차이는 적법하다고 되어 있다(501조(c)). 그러나 이를 빙자해서
사용자가 장애 차별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개
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보험료가 높다는 것 등
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위법이 된다.

5. 주법의 규제
고용차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규제를 독점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특별히 연방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주법에 의해 차별 금지
를 규제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 실제로 다수의 주에서는 독자적인
고용차별 금지법령을 가지고 있다. 이들 주법은 적용대상, 금지되는 차
별, 구제의 내용․절차에 있어 각기 연방법과 다른 점을 포함하면서,
연방법과 함께 중층적인 규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차별 사유에 관해서는,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혼인상의 지위(marital status) 등 연방법의 규제대상 외인
것도 다수 발견된다. 주에 따라서는 체포 경력, 출생지, 신장․체중, 가
족의 고용(맞벌이) 등도 차별 금지 사유로서 열거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흡연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정하는 주도 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노동시간 외․직장 외에서의 흡연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직장 내에서의 금연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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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합법물의 사용’에 의한 차별의 금지로서 알콜류를 포함한다
거나, 더 나아가 직장 외의 ‘합법적 활동’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확
대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라면 권리 남용 등의 법리에 의해 대처하겠지만, 이들을 ‘차별’
로서 규제해 가는 점이 미국법의 특징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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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차별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법제도 : 프랑스

제1절 서 론

차별은 법규범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해하는 행위,
현실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금지되어야 할 당
위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UN, ILO, EU 차원에서는 차별금지에 관
한 국제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오고 있고, 선진 여러 나라에
서 차별금지에 관한 다양한 법제가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외하고는 도덕적 내지 선언적 차원의 차별금지에
불과하고, 차별금지의 실효성은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되 그 실질적 시정이나 해소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입법정책의 기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상당히 구조화되었고, 이러한 구조적 차별은 제반
영역에서의 부당한 위계질서 내지 권력관계의 유지를 뒷받침했다. 그나
마 다행한 것은 최근에 들어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위한 사회적 관심
이 제고되고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100)
100)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이 넘는 작업을 거쳐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7월 24일 국무총리에게 그 입법추진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밖에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이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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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우리의 현재적 상황에서 차별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법제도
를 고찰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하다. 이 글은 선진국의 차별
금지법제도 중에서 프랑스의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차별금지법제의 발전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다. 차별금지법제의 대표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입법을 통해 차별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를 정착ㆍ발
전시켰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차별금지의 법률적 단초가 형법에서는
1970년대 초반, 노동법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마련되어 이후 유럽공동
체ㆍ유럽연합 차원의 국제규범의 영향을 받으며 최근까지 입법화의 노
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는 차별금지법제의 후발주자
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는 적나라한 인종차별의 역사로 점철된 미국과
달리 프랑스의 경우 자유ㆍ평등ㆍ박애라는 1789년 혁명의 정신이 뿌리
내려 차별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덜하였다는 점을 역설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프랑스가 차별
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국가나 사회이든 차별
은 현재진행형이고, 평등은 미래완료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
우 차별금지법제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약적 발전의 모습
을 보이고 있고, 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
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프랑스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와 형법에서의 차별금지를 고찰한다. 결론
에서는 프랑스 차별금지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제 2 절 헌법상의 평등원칙

시장경제에서 평등원칙은 불가결하다. 시장의 자동적 조정기능은 교
30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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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당사자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제도를
취하는 사회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평등을 확립하고 평등원칙을 기
본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101)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헌법상
의 평등원칙을 고찰하고자 한다.102)
프랑스 헌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1조에서
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법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구별
(les distinctions sociales)은 공익(l’utilité commune)에 기초한 경우에
만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종교적ㆍ신분적 구속으로부터 해
방된 새로운 인간상 및 사회질서의 모습을 자유와 평등으로 표현한 것
이다. 특히 평등과 관련하여 1789년 인권선언은 ‘법에서의 평등’을 언
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간 개개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법을
만들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
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규범의 총체를 법이라고 할 때, 1789년 인
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하는 동안 법에 있어서 평
등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동 선언 제6조가 “법률은 보호하는 것이든
처벌하는 것이든 모든 이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103) 다만, 동 선언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사회적 구별 내지 차별이 허용될 수 있음을 예정하
101) Jean Pélissier, Alain Supiot et Antoine Jeammaud(2004), Droit du
travail, 22e éd., Dalloz, p.149 참조.
102)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1958년 헌법)상에는 평등권을 비롯한 기타 기
본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전신에
해당하는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전문(前文)에서는 평등권 등 기
본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기본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유효
하게 보장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 전문(前文)은 1789년 인권선언에
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前文)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애착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는 1789년 인권선언 및 1946년 헌법 전문(前文)상에 등장하고 있는 평등권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03) 그 외에도 제6조에서는 “법률 앞에 평등한 모든 시민은 자신의 덕성과 재
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모든 공
적인 지위와 직무에 취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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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 1946년에 제정된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前文)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천명되었던 평등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신앙에 따른 차별 없이 양도 불가한
신성한 권리를 갖는다(전문 제1항).” 인간의 신성ㆍ불가침한 권리는 인
종이나 종교 내지 신앙과 관계없이 보장됨을 뜻한다.
둘째, 남녀평등의 보장이다. “법률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한다(전문 제2항).” 법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선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남성’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여성의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구체
화한 것이다.
셋째, 노동ㆍ고용에서의 차별금지원칙이다. “각 인은 근로의 의무와
고용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어느 누구도 출신, 견해 또는 신앙을 이
유로 자신의 노동 또는 고용에서의 침해를 받을 수 없다(전문 제5항).”
이른바 노동권 내지 근로권으로 불리는 ‘고용획득의 권리(droit d'obtenir
un emploi)’는 국가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해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야 할 의무
또는 그러한 고용정책에 의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실업수
당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04)
1946년 헌법 전문(前文) 제5항 제2문이 규정하는 출신 등을 이유로 하
는 고용차별금지원칙은 동항 제1문상의 노동권을 보완하는 것이자 노
동법전상의 차별금지 관련 제 규정의 근거가 된다.105)
넷째, 교육ㆍ훈련의 평등보장이다. “국가는 교육, 직업훈련 및 문화
에 대한 아동과 성인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전문 제13항 제1문).”
교육과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의 중요 수단이자 채용ㆍ승진ㆍ보상

104) Jean Rivero et Jean Savatier(1993), Droit du travail, PUF, p.401 참조.
105) Jean Rivero et Jean Savatier(1993), 위의 책, pp.446～4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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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차별 없는 평등한 기
회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이다. “… (제1문 생략) … 나이, 신체적․정신적 상태, 경제적 사정 때
문에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존수단을 공동
체로부터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전문 제11항).”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우대조치(예: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가능함
을 예정하고 있다.

제 3 절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

프랑스에서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은 노
동법전(Code du travail)으로 명명되는 단일한 법령집에 집대성된다.
노동 내지 고용 관련 차별금지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106) 이하에
서는 연혁, 차별의 개념, 금지되는 차별행위, 차별의 예외, 차별소송, 소
송 이외의 구제수단, 근로감독관의 차별감독의 순으로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혁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찍이 1958년에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1958년 6월 25일에 성립된 ｢고용 및 직업에서
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이 그것이다. 그리고 유엔(UN)은 1965년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1979년 ｢여성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을 채
106)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리적 문제 전반에 관해서는 Laurence
Peru-Pirotte(2002),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n droit du
travail,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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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게 된다. 한편, 유럽 차원에서는 1975년부터 지침(directive)의 형태
로 남녀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1975년 2월 10
일에 성립한 ｢임금에서의 남녀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제75-117호), 1976
년 2월 9일에 성립한 ｢고용기회ㆍ직업훈련ㆍ승진ㆍ근로조건에서의 남
녀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제76-207호)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국제협약과 유럽지침의 영향으로 프랑스는 노동법전에 차
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게 된다. 오루법(la loi “Auroux”)으로 불리는
1982년 8월 4일 법률(제82-689호)에 의해 노동법전 L.122-45조가 신설
되고, 동조는 출신, 성별, 가족상황, 민족, 국가 내지 인종, 정치적 견해,
조합활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다음해인 1983년에는 특히 보수, 승진, 채용에서의 성차
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게 된다(법률 제83-635호). 그리고 1990년에는
차별금지사유로 품행(moeurs), 건강상태, 장애(handicap)가 추가되고
(법률 제90-602호), 1992년에는 그 이전까지 징계와 해고에 한정되었던
차별금지영역이 확대되어 채용을 포괄하게 된다(법률 제92-1446호).
이러한 중요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차별 피해자들은 노동법원에 차별소
송을 제기하면서 차별을 입증하여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
고,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은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지만 차별
을 인정한 판결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Traité d’Amsterdam)이
성립함으로써 유럽연합은 남녀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차별을 금
지할 수 있는 입법적 권한을 갖는다. 즉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개정
된 유럽공동체조약 제13조에 의하면, “본 조약상의 다른 규정을 침해
하지 않고 본 조약이 공동체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유
럽이사회(Council)는 성별, 인종적 내지 민족적 기원, 종교 내지 신조,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행동
을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유럽이사회가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신
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시키는 입법조치
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련의 중요한 지침이
채택되었다. 1997년 12월 ｢성차별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지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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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0호),107) 2000년 6월 ｢인종ㆍ민족적 기원과 무관한 평등대우원칙
의 시행에 관한 지침｣(제2000-43호),108) 2000년 11월 ｢고용ㆍ직업에서
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제2000-78호)109)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2000년에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과 유럽인권협약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발전은 프랑스의 차별금지관련 노동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간 순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10)
첫째, 2001년 11월 16일 ｢차별해소(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에 관한 법률｣(제2001-1066호)에 의해 ① 간접차별 개념의 도입,
② 차별금지사유의 확대(성적 지향, 연령, 신체적 외관 둥), ③ 차별금
지영역의 확대(연수 및 직업훈련), ④ 입증책임의 전환, ⑤ 노동조합의
소권(訴權) 인정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2002년 1월 17일 ｢사회적 현대화(modernisation sociale)에 관
한 법률｣(제2002-73호)은 위의 2001년 11월 16일 법률이 노동분야에
도입한 원칙들(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의 인정,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주거분야에까지 확대한다.
셋째, 2004년 12월 30일 ｢차별해소 및 평등을 위한 고등관청(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 HALDE)
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004-1486호)에 근거하여 법이 금지하는 차별
의 해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차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실에서의 평
등원칙 확립을 위한 행위준칙의 촉진을 일반적 임무로 하는 동 기관이
2005년 6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107) Directive 97/80/CE du 15 décembre 1997 relative à la charge de la
preuve dans les cas de discrimination fondée sur le sexe.
108) Directive 2000/43/CE du 29 juin 2000 relative à la mise en oeuvre du
principe de l'égalité de traitement entre les personnes sans distinction
de race ou d'origine ethnique.
109) Directive 2000/78/CE du 27 novembre 2000 portant création d'un cadre
général en faveur de l'égalité de traitement en matière d'emploi et de
travail.
110) 이하의 내용은 Fiches pratiques : Mieux connaître les discriminations
(http://www.halde.f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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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의 개념
차별은 법률 또는 국제규범이 금지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여 동일ㆍ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사유는 매우 다양한데, 노동법전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후술한다.
노동법전이 금지하는 차별의 대표적 개념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신적 학대, 보복차별이 있다.

가. 직접차별
노동법전은 직접차별(discrimination directe)을 정의하는 조항을 두
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의 ｢고용ㆍ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제2000-78호)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직접차별은 동 지침이 금
지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여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
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항 ⒜). 이 규정에 입각할
때, 프랑스 노동법전이 금지되는 직접차별은 달리 취급할 상황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동 법전이 열거하고 있는 16개의 사유 중 어느 하나 내
지 둘 이상을 이유로 하여 고용영역에서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라는 성이 업무수
행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채용광고가 직접차별의 대표적인 예이다.

나. 간접차별
노동법전에는 간접차별(discrimination indirecte)에 관한 정의조항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고용ㆍ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
한 지침｣(제2000-78호)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간접차별은 외관
상 중립적인 규정ㆍ기준 또는 행위(practice)에 의해 동 지침이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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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에 의해 보호되는 자들이 다른 자들에 비하여 특정의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항 ⒝), 다만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ㆍ기
준 또는 행위가 합법적 목적(a legitimate aim)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
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appropriate and necessary) 경우에는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
2조 제2항 ⒝⒤). 이러한 정의에 입각할 때, 프랑스 노동법전이 금지하
는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 등이 동 법전상의 보호대상자 집
단에게 불리한 효과(미국 판례법에서 말하는 ‘불평등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목적 및 수단의 측면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용 후보자들 중에서 많
은 수의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일정 크기
이상의 키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의 키가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결한 조
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다. 정신적 학대
노동법전은 정신적 학대(harcèlement moral)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 법전 L.122-49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권리ㆍ
존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또는 직업적 장래를 해할 수 있는 근로조
건의 악화(une dégrad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를 의도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신적 학대의 반복은 금지된다. 정신적 학대
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적대적ㆍ위협적ㆍ공격적ㆍ피폐적 내지 모욕
적인 노동환경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금지되는 것이고, 정신적 학대의
원인이 된 사유는 법이 금지하는 모든 사유이다.
한편, 노동법전은 성희롱(harcèlement sexuel)을 정신적 학대와는 별
개로 특별히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동 법전 L.122-46조에 의하면, 본
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성적인 호의(faveurs de nature sexuelle)
를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괴롭힘을 받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
로 징계ㆍ해고 또는 기타 직ㆍ간접적인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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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복차별
노동법전 L.122-45조 제3항은 동조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증언 내
지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내지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행위를 증언 내지 언급하는 자가 반드시 차별
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차별행위와
무관한 제3의 근로자도 보복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보복차
별의 금지는 성희롱(노동법전 L.122-46조, 이하 ‘노동법전’ 명칭 생략)
및 정신적 학대(L.122-49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되고 있다.

3. 금지되는 차별행위
가. 일반적 차별금지규정
차별은 객관적으로 달리 취급될 상황이 아님에도 법이 금지하는 사
유를 이유로 하여 어떤 자(집단)를 다른 자(집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
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작위와 부작위)이다. 노동법전
L.122-45조는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규정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조 제5항은 ‘근로자’와 관련하여 본 조에 위반하
는 일체의 규정 내지 행위는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L.122-45조가 금
지하는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사유

노동법전 L.122-45조는 ① 출신, ② 성별, ③ 품행(moeurs), ④ 성적
지향, ⑤ 연령, ⑥ 가족상황 또는 임신상황, ⑦ 유전적 특성, ⑧ 민족ㆍ국
가 또는 인종, ⑨ 정치적 견해, ⑩ 조합활동 ⑪ 종교적 신조, ⑫ 신체적
외관, ⑬ 성(姓, patronyme), ⑭ 건강상태 또는 장애, ⑮ 파업권의 정당
한 행사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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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신

‘출신(origine)’은 넓은 의미를 갖는 추상적 용어이다. 그런 점에서 민
족ㆍ국가ㆍ인종은 출신이라는 개념에 포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
법전은 출신을 민족ㆍ국가ㆍ인종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신의 의미는 민족ㆍ국가ㆍ인종과는 다른 것
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학생, 실업자, 전과자, 파산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출신이라는 용어에 의해 포괄될 수 있다. 이
러한 면에서 출신이라는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은 L.122-45조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기한 차별행위를 금지할 수 있
는 개방적 개념으로 기능한다.
나) 성별

‘성별’은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이 서로 다
르게 갖는 생래적ㆍ생리적 특성 혹은 사회문화적 의미의 ‘성(gender)’
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르게 요구되고 평가되는
역할과 행동 및 능력과 기질(즉, 여성다움 내지 남성다움) 등을 의미한
다.111)
대부분의 경우 성차별의 대상은 여성이다. 특히 채용에서 성별에 관
한 기준이나 우대의 조건을 제시하는 사용자의 여성차별이 문제된다.
그렇지만 성차별금지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12)
다) 품행ㆍ성적 지향

‘품행(moeurs)’의 의미에는 차별행위 대상자의 성생활(이성애, 동성
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개인적 또는 집단적 삶의 습성에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예컨대, 내연관계가 후술하는 ‘가족상황’이라는 차별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품행의 한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111)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p.277 참조.
112) 항공기 승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여성채용이 회사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남성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한 사례로 Trib. corr., Morlax, 20 janvier 1984,
Droit social, 1984,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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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된다. 1985년 법률이 품행을 차별사유
로 정한 주된 취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
나,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해 ‘성적 지향(orientation sexuelle)’이
별개의 차별사유로 도입되었다.113)
라) 연령

‘연령’은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차별사유이
다. 연령은 사전적 의미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수치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정신적ㆍ심리적ㆍ육체적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며, 사회학적으로는 사람에게 일정한 지위와 역
할ㆍ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114)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에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ADEA)이 제정ㆍ시행되었고, 연령차별로부터 보호되는 법
적용 대상자를 4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 노
동법전에서는 연령차별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마) 가족상황ㆍ임신상황

‘가족상황(situation de famille)’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기혼ㆍ미
혼ㆍ이혼 등 결혼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일체의 고려뿐만 아니라 자
녀115) 등과 관련된 것도 가족상황의 의미에 포함된다. 나아가 내연관
계(concubinage) 역시 가족상황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오래 전부
터 일부 사용자들은 고용과 일정한 가족상황을 연계하곤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혼인퇴직조항(clause de célibat)이다. 이는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정한 근로계약 조항이
다. 예를 들어, 항공회사들은 스튜어디스에게 이러한 혼인퇴직조항을

113) Jean Pradel et Michel Danti-Juan(2004), Droit pénal spécial, CUJAS,
p.311 참조.
114)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pp.322～323 참조.
115)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례로 Trib. corr.
Limoge, 19 février 1979, Droit ouvrier, 1980, p.392.

92 노동과 차별(Ⅰ): 선진국의 반차별법․ 제도

적용하였다. 민사법원은 일찍이 혼인퇴직조항의 위법성 및 무효를 인
정하였다.116) 하지만 그러한 차별의 관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족상
황을 차별사유로 정하게 되었다.
임신은 생물학적으로 여성만이 할 수 있으므로 ‘성별’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볼 수 있지만, 노동법전에서는 성별과는 별개로 ‘임신상황’을 차
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바) 유전적 특성

‘유전적 특성(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는
2002년 법률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었고, 이 법률에 의해 민법전에도
“누구도 유전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일반적 원칙이 규
정되었다(민법전 제16-13조). 이는 단체 또는 기업들이 특히 유전적 테
스트를 통해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 민족ㆍ국가 또는 인종

민족ㆍ국가 또는 인종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일반적
으로 어떤 민족이나 국가 또는 인종에 대한 혐오감(반감)에 의해 유발
되는 차별을 의미한다. 노동법전은 민족ㆍ국가 또는 인종에의 “소속
여부(de son appartenance ou de sa non-appartenance)”를 수식하는
말로 “진정한 또는 추측되는(vraie ou supposé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 이는 어떤 민족 등에 진짜로 속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속하
거나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추측(가정) 내지 의심에 따른 차별
까지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 점에서 “추측되는”이라는 수식어
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의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117)
아) 정치적 견해ㆍ조합활동

‘정치적 견해(opinions politiques)’ 또는 조합활동(activités syndicales)118)
116) 예를 들어 Paris, 30 avril 1963, Recueil Dalloz, 1993, p.428.
117) Jean Pradel et Michel Danti-Juan, 앞의 책, p.3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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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념정의이다. 조합활동에 대한 정의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정치적 견
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적 견해는 특정 정당
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는 구별된다. “정치적” 견해라 함은 ‘정치와
관련된’ 견해를 뜻한다. 이 경우 ‘정치’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견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의 기능과 연계된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의견은 정치적 견해에
포함된다.
다른 한편, 조합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항이다.119) 1946년 헌법
전문(前文) 제6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조합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
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하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
다.” 조합활동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구나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달리 노동3권의 행사와 관련
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금지ㆍ구제하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차별금지제도에 포괄하여 규제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종교적 신조

‘종교적 신조(convictions religieuses)’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개념정
의는 쉽지 않다. 기독교, 가톨릭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등과 같이
확립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신앙, 즉 전통적 의미의 종교 외에도 신과
피안(彼岸)에 대한 믿음이 종교적 신조에 포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조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무신앙과 같은 소극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18)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시직 근로자의 채용거부에 관한 사건으로 Cass.
crim., 3 septembre 2003, Dr. pénal, 2004, n° 3.
119) 노동법 관련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이론서로 Isabelle Meyrat(2003),
Droits fondamentaux et droit du travail,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2003 ; Valérie Ogier-Bernaud(2003), Les droits constitutionnels
des travailleurs, Economica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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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신체적 외관

‘신체적 외관(apparence physique)’은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해
새롭게 차별사유로 규정되었다. 시각적 요소, 즉 눈에 보이는 것에 근
거한 가시적 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신체적 외관을 이유로 하는 차별
이라 할 수 있다. 신체적 외관에는 키, 몸무게, 체형, 외모, 인상, 흉터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적으로 추한 것(une disgrâce esthétique)은 엄밀하게는 장애에 해당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체적 외관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데 유용하다.
카) 성(姓)

‘성(姓, patronyme)’은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해 새롭게 차별사
유로 규정되었다. 성(姓)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첫째, 성(姓)은 차별의 원인으로 법이 고
려하고 있는 다른 요소(출신, 국적, 민족 등)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
로 알려준다. 따라서 성(姓)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새로운 금지와 처벌
은 기존의 차별금지제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로, 성(姓)에 근
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새로운 법규정은 성(姓)이 갖는 우스꽝스러
움이나 주변성 내지 진부함에 근거한 차별을 규제할 수 있게 한다.120)
타) 건강상태ㆍ장애

‘건강상태(état de santé)’라는 개념은 질병, 몸의 불편, 병후(病後, convalescence) 등 가능한 많은 한 상황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
다. 사람에게 항상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하는 일체의 차별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에
기인하는 근로자의 결근이 기업운영에 미치는 혼란을 평가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사유에 해당하는 장기결근인지
아니면 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건강상태의 직접적 고려인지를 판단하
는 것은 결국 입증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한편, 건강상
120) Jean Pradel et Michel Danti-Juan, 앞의 책, p.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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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점점 더 보호하려는 태
도를 취하였다. 전통적인 노동판례에 의하면, 질병에 의한 초기의 근로
중단은 근로계약의 정지(근로제공은 없으나 근로관계는 유지) 사유에
불과하고, 질병이 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양립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
계속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한동안
판례는 장기간의 질병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
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법이 규정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보았다.121) 그러나 그 후 근로자의 장기간 질병은 사용자의 법정해
고수당 지급책임을 발생케 하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이 변경되었다.122)
장애(handicap)의 개념과 관련하여 노동법전 L.323-10조는 “신체적ㆍ
감각적 또는 정신적 기능이 변화된 결과 고용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가능
성이 실제적으로 감소된 모든 자”를 장애근로자(travailleur handicapé)
로 규정하고 있다.123) 이러한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노동법전 L.323-1조
는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전체 종업원의 일정
비율(현재 6%)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24)
파)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

노동법전 L.122-45조 제2항에 의하면, “어떤 근로자도 파업권의 정
당한 행사를 이유로 하여 징계ㆍ해고되거나 제1항이 규정하는 차별적
121) Cass. soc., 7 juillet 1980, Bull. civ. V, n° 607; Cass. soc., 15 janvier
1981, Bull. civ., V, n° 37.
122) Cass. soc., 21 avril 1988, Droit social, 1989, p.133.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의 종료시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ean Savatier(1991), “Le droit aux indemnité de licenciement en cas de
rupture de contrat provoquée par l'état de santé du travailleur”, Droit
social, 1991, p.109 이하.
123) 과거에 장애근로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저하된
결과 고용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감소된 모든 자”로
정의되고 있었는데, 2005년 2월 11일 법률에 의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
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124)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1988년 최초 3%에서 1989년 4%, 1990년 5%로 증
가하였고, 1992년 6%로 설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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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
문에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125)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2) 차별영역

노동법전 L.122-45조 제1항은 앞에서 고찰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영역을 고용관계의 모든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누구도 L.122-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채용절차 또는 견습(stage)이나 기업내 훈련과정의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이는 근로계약의 관계가 성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근로자도 L.122-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징계나 해고, 특히 임금, 성과 내지 주식의 배분, 교육훈
련, 배치전환, 직업자격, 직무분류(classification), 승진, 강등, 또는 계약
갱신 등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차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차별금지규정
1) 남녀간의 직업평등

노동법전 L.123-1조 이하에서는 남녀간의 직업평등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① 모집ㆍ채용과 관련하여 성별이나 가족상
황을 언급하거나 언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② 성별ㆍ가족상황 또는
임신을 고려하거나 그에 따른 상이한 선택기준에 기초한 채용의 거부,
인사이동,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부의 행위, ③ 특히 임금, 교육
훈련, 배치, 직업자격, 직무분류, 승진 또는 강등 등과 관련하여 성별이
나 임신을 고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L.123-1조 제1항). 다
125) 프랑스에서의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에 관해서는 이승욱ㆍ조용만ㆍ강
현주(2000), ｢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p.86 이하 참
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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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의 조항은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
이고, 그러한 조항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없
다(L.123-2조).
한편, 노동법전 L.140-2조 이하에서는 남녀간의 임금평등에 관해 규
율하고 있다. 동일노동 내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은 일찍이 1970년대 초반에 남녀간의 임금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
법화되었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노동법전 L.140-2조에 의하
면, 사용자는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평등을 보장하여야 한다(동조 1항).126) 그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된다(L.154-1조). 남녀간 임금평등보장에서 ‘임금(rémunération)’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자의 고용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통화 내지 현
물로써 근로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기타 일체의
급부”이다(L.140-2조 제2항). 동일가치노동과 관련하여 법은 “자격ㆍ
학위ㆍ직업적 숙련에 의해 인정되는 직업지식, 체득된 경험(expérience
acquise)으로부터 유래하는 능력, 책임, 육체적ㆍ정신적 부담(charge
physique ou nerveuse)이라는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근로자들에게 요구
하는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L.140-2조 제
3항). 또한 임금을 구성하는 제 항목은 남녀에게 동일한 준칙에 따라 설
정되어야 하고, 직무분류ㆍ승진의 기준과 기타 임금산정의 기초, 특히
직무평가방법은 남녀 근로자에게 동일하여야 한다(L.140-3조). 위에서
언급한 L.140-2조 및 L.140-3조에 반하여 특정한 성을 갖는 근로자의
126) 유럽 차원에서 채택된 제117호 지침에 의하면, 동일임금원칙은 “동일한 노
동 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임금의 모든 측면ㆍ요건과 관련하
여 성별에 근거한 일체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임금결정
을 위해 직무분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제도는 남녀동일기준에 기
초하여야 하며, 성차별을 배제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제1조). 회원국은 동
일임금원칙에 반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남녀차
별을 폐지하여야 한다(제3조). 또한 회원국은 동일임금원칙에 반하는 단체
협약, 임금협정 또는 개별근로계약상의 규정을 무효로 하거나 개정토록 하
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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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동일노동 내지 동일가치의 노동을 행하는 다른 성을 갖는 근로
자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 무효이며, 무효인 임금은 전자의 임금(즉, 차
액만큼 인상된 임금)으로 대체된다(L.140-4조).
남녀간의 직업평등이나 임금평등에 관한 법적 규율의 유용성은 그
적용에서의 엄격성 여하에 좌우된다. 서열상의 지위가 낮은 일자리가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고 승진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더 어려운
현실에서 일반적인 직업평등이나 임금평등은 공허한 규범이 되기 쉽
다.127) 그래서 입증의 어려움에 따른 해결책이 법으로 마련되었다. 즉
소송의 경우 관련 근로자 내지 채용 후보자는 성별ㆍ가족상황ㆍ임신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의 존재를 추정케 하는 사실요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타당 당사자인 사용자는 자신의 결정이
차별과 무관한 객관적 사실요소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임을 입증할 책
임이 있고, 법관은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직권조사를 행한
후 법적 확신을 형성하여야 한다(L.140-8조 및 L.123-1조 제2항).128)
2)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간의 권리평등

노동법전 L.122-3-3조는 기간제근로자와 정규근로자 사이의 권리평
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와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및 단체협
약의 규정과 관행에 따른 조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권리평등원칙의 효력은 현실에서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많은 권리
127) Jean Pélissier, Alain Supiot et Antoine Jeammaud, 앞의 책, pp.1036～1037.
128) 2002년 법개정 이전의 노동법전 L.140-8조는 “본 장의 적용에 관한 소송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을 법관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과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법관은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직권조사
를 거쳐 법적 확신을 형성한다. 의심이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증명위험의 문제를 입법적으
로 규율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이러한 증명위험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
로 입법적으로 규정하였던 내용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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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이익이 기업에서의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다.129) 한편, 노동법전은 정규근로자와 동등한 직업자격을 가지고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동일임금원칙과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은 같은 기업 내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
지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시용(試用)기간 후에 수령하는 임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L.122-3-3조 제2항).” 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L.1521-4조).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은 2002년 1월 17일 법 개정에 의해 신설
되었는데, 그 취지는 노동유연화의 요건에 대한 근로감독의 강화가 한
층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에 대한 형사제재의 부재로 인해
행정적 감독이 어려워지고 있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활용을 규율하는
법의 핵심적 원칙의 하나인 임금평등원칙에 대한 수많은 탈선이 발생하
고 있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130)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의 경우에도 풀타임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권
리를 향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용(試用)의 경우 그 기간은 단시간근
로자와 풀타임 정규근로자 간에 동일하여야 한다(L.212-4-5조 제2항).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장)에 동등한 직업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풀타임 근
로자의 임금에 비례한다(동조 제3항). 근속기간과 연관된 권리 내지 이
익과 관련하여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풀타임으로 근로하였던
것으로 계산되며, 일하지 않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동조 제4
항). 또한 판례에 의하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풀타임 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평등대
우원칙에 반한다.131) 그러나 단체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와 관련하여서
는 평등대우원칙이 절대적이지 않다. 노동법전 L.212-4-5조 제1항은
129) Jean Pélissier, Alain Supiot et Antoine Jeammaud, 앞의 책, p.382 참조.
130) Lionel Jospin et Martine Aubry(2000), Projet de loi Modernisation
sociale, Kiosque de l'Assemblée nationale, pp.36～37.
131) Cass. soc., 3 mars 1998, RJS 4/98, n°548; Cass. soc., 7 juillet 1998, RJS
10/98, n°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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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창설하는 권리의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그 권리의 부여 방
법에 대해 특별히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
약은 협약상의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평등대우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노동법전은 파견근로자와 사용기업의 근로자 사이의 임금평등을 규
정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동등한 직업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용기업의 근로자가 시용기간 후에 받는 임
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휴일수당의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근속기
간에 관계없이 사용기업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한다(L.1244-2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L.152-2조).
3)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조치의 불이행

2005년 2월 11일 법률(제2005-102호)에 의해 신설된 노동법전 L.323
-9-1조는 장애인에 대한 평등대우의 일환으로 적절한 편의조치를 취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편의조치를 이행하지 않
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동조 제1항에 의
하면, “장애인과 관련하여 평등대우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필요에 따라 L.323-3조 1～4호ㆍ9호ㆍ10호ㆍ11호
에 언급된 장애인이 자신의 직업자격에 상응하는 고용접근ㆍ고용유지
또는 고용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혹은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
한 조치의 시행에 기인하는 부담이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
담하는 비용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132)과 비교하여
균형적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제1항이 규정하는
적절한 조치의 불이행은 L.122-45-4조(차별금지에 관한 일반규정)가
규정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2) 이러한 지원은 특히 기계 또는 설비의 변경,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근로
자에게 필수적인 개별적 수행원동반과 장비설치를 포함하는 직무개선, 작
업장 접근 등에 관한 것일 수 있다(L.323-9-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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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은 고용ㆍ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유럽연합 제
2000-78호 지침 제5조상의 합리적 편의제공의무133)를 입법화한 것이
고, 영미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합리적 편의제공의무(미국) 내지 합리
적 조정의무(영국)와 유사한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프랑
스에서도 사용자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내지 조정)의무를
부담하고, 그 불이행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4) 정신적 학대의 금지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령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최근까지 정신적
학대에 관한 입법은 없었다. 물론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 및 근로자
의 존엄보장에 근거한 판례는 있었지만, 정신적 학대금지의 원칙을 명
시하고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며 정신적 학대를 차별의 유형으로 인
정하기 위한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신적 학대에 대한 개념정의가 주관적이고 다양할 수 있으며, 학대
현상이 갖는 은밀하고도 복잡한 특성 때문에 근로자는 정신적 학대를
입증함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1999년 12월 22일 의회
에 제출된 노동에서의 정신적 학대에 관한 의원발의의 법률안에서는 정
신적 학대를 “근로조건의 의도적 악화에 의한 학대”로 정의하였으나 법
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한편, 2000년 유럽연합 제2000-43호 지침은 학
대를 차별유형으로 간주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동 지침 제2조는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과 관련된 원치 않는 행위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
하고 협박적ㆍ적대적ㆍ모독적ㆍ굴욕적, 또는 공격적인 환경을 만들 목
적 내지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차별의 한 가지 형태로 간주된다고 규정

133)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평등대우원칙이 충족되
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for
disabled persons)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일정한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고용에의 접근․참여, 승진 또는 훈련참여를 가
능케 하는 적절한 조치를, 그러한 조치가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과하
는 것이 아닌 한,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부담이 회원
국의 장애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조치들에 의해 충분히 제
거(경감, 치유)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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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고용ㆍ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유럽연합 제2000-78호 지침
(2000년)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프
랑스의 입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2002년 1월 17일 법률
(제2002-73호)은 정신적 학대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2002년 1월 17일 법률은 노동에서의 정신적 학대의 금지를 노동법전
(L.122-49조), 형법전(제222-33-2조), 공무원법(제6조)에서 규율하도록
하였다. 2002년 법률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서열상의 상급자에 의한 학대 외에도 동료에 의한 학대 역시
금지된다. 노동법전 L.122-49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권리ㆍ존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또는 직업적 장래를 해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악
화를 의도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신적 학대의 반복은 금지
된다. 사용자는 정신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L.122-51조). 그리고 정신적 학대를 행하는 모든 근
로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L.122-50조).

4. 차별의 예외
노동법전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이하에서는 진정직업자격, 적극적 조치, 연령차별의 예외, 장애차
별의 예외를 고찰한다.

가. 진정직업자격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이나 제 외국의 법제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흔히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을 들고 있다. 진정직업자격이라 함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사유가 특정
직무(직업)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 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ILO 제111
호 협약(1958년)의 제1조 제2항은 특정 직업에 고유한 자격요건(inherent
requirements)에 근거한 구별ㆍ배제 내지 우대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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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ㆍ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EU 제
200-78호 지침(2000년) 제4조 제1항은 동 지침이 규정하는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가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특성이 진정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a
genuine and determining occupational requirement)에 해당하고 그 목
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요건이 적절한 것인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성별과 관련한 진정직업자격을 차별의 예외사유
로 인정하고 있다. 즉 특정의 성(性)이 고용이나 직업활동에서 결정적
인 조건인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거나 성별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
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L.123-1조 제1항 참조). 그리고 특정의 성
이 결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직무 내지 직업의 리스트는 전국적 차원
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un décret en
Coseil d’Etat)으로 정하며, 이러한 리스트는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
다(L.123-1조 제3항). 노동법전 R.123-1조는 특정의 성이 결정적 조건
에 해당하는 고용 내지 직업활동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즉 여성 내
지 남성의 역할을 연기하여야 하는 연예인, 의류나 액세서리를 선보이
는 패션모델, 그 외의 여성모델 및 남성모델이다.

나. 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134)는 역사적ㆍ전통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특정한 소수집단
을 우대함으로써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ㆍ시정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 제도는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에서 기원한다.135) 국제규범이나 제 외국의 법제를 보면, 앞
134) 프랑스에서는 이를 흔히 적극적 차별(discrimination positive)이라고 부른다.
135) 이에 관해서는 김연진(2003),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 소수세력차별시
정정책(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뺷미국사연구뺸 18, 한국미국
사학회, pp.159～185 ; 변재옥․김영환(1988), ｢적극적 평등실현조치(I)｣, 뺷사
회과학연구뺸 8(1․2),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pp.1～21 ; 변재옥․김영환
(1989), ｢적극적 평등실현조치(II)｣, 뺷사회과학연구뺸 9(1), 영남대 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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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진정직업자격과 더불어 적극적 조치를 차별예외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ILO 제111호 협약 제5조 제2항은 “성별, 나이,
장애, 가족부양 책임 또는 사회ㆍ문화적 지위 등의 이유로 특별한 보호
내지 지원이 요구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정한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제2000-78호 지침 제7조 제1항
에서도 “실제상으로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회원
국)가 본 지침상의 차별사유와 연관된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유지 내지 채택하는 것은 평등대우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여성 우대의
적극적 조치,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편의조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이다.
1) 여성 우대의 적극적 조치

노동법전 L.123-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히 여성의 기회에 영향을 미
치는 사실상의 불평등의 시정 등 남녀 사이의 기회평등을 확립하기 위
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잠정적 조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
한 잠정적 우대조치는 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노동조직화ㆍ노동조건
의 영역과 관련한 시행령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적용되는 산업ㆍ업종별
단체협약, 기업별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가능하다(L.123-3조 제2항).
2)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편의조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5년 2월에 신설된 노동법전 L.323-9-1조는
장애인에 대한 평등대우의 일환으로 적절한 편의조치를 취할 의무를
구소, pp.1～22 ; 오병선(1988), ｢적극적 평등화조치와 정의의 문제｣, 뺷서강
법학연구뺸 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pp.5～29 ; 장지연(2006), ｢미국의 적
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뺷남녀고용평등토론회뺸,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토
론회 자료집, 2006. 4. 6, pp.61～85 ; 조용만(2006),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 미국 판례법에 기초한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론｣,
뺷노동법연구뺸 20,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pp.35～85 등을 참고하기 바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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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동 법전 L.122-45-4조 제2항은 이러한 조
치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36)
3) 장애인 고용의무제137)

프랑스의 경우 1924년 법률에 의해 상이군인의 고용의무가 기업에
부과되었다. 후속 법률들에 의해 이러한 고용의무의 수혜자가 점차 확
대되었고, 1987년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1987년 7월 10일
법률에 의해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일반화되었다. 1987년 법의 시행 이
후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종업원의 6%
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1988년 최초
3%에서 1989년 4%, 1990년 5%로 증가하였고, 1992년 6%로 설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
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는 사업장별로 적용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공공부문에도 적용된다.
장애인고용의무제는 ‘직업지도․재활전문위원회(Commission Technique
d'Orientation et de Reclasssement Professionnel : COTOREP)’가 장애
인으로 인정한 자, 그리고 기타 여러 범주의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재해(accident du travail ou de maladies professionnelles)에 의해 노
동능력의 10% 이상의 영구적 손상을 입은 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간접적 방법을 통
해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즉 ① 고용의무의 50% 한도 내에서 보호고
용(travail protégé) 사업장과 공급계약(contrats de fourniture), 하청계
약(contrats de sous-tratitance) 또는 용역계약(contrats de prestation
de service)을 체결, ② 장애인의 채용 등 장애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136)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ILO 제159호 협약(1983년) 및 제168호 권
고(1983년)는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간의 효과적인 평등한 기회․대
우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적극적 조치(special positive measures)는 일
반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9
호 협약 제4조, 제168호 권고 제9조).
137) 보다 자세한 내용은 Alban Alexandre Coulibaly(2003), Droit au travail et
handicap, L'Harmattan,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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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적용, ③ 의무고용의 대상이 되
는 장애인 1인당 일정액을 장애인의 직업통합을 위한 발전기금(교육훈
련 및 고용적응을 위한 재정)에 매년 부담금(부담금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300～500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부담금액
보다 25% 많은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특별한 자격조건을 요하는 직업에는 적용되지 않
으며, 그 직업리스트(예: 구급차 운전사, 소방관, 갱내광부 등)는 시행
령(décret)으로 정한다.
500만 명 장애인 가운데에서 85만 명 정도가 노동능력을 갖고 있으
며, 그 중 50만 명은 통상적인 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50만 명 중에서 23만 명은 1987년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고(2000년 현재 종업원의 약 3%이나
고용률 가산방식을 고려하면 4.1%에 해당),138) 15만 명은 공무원(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139)으로 근로하고 있으며(3가지 공무
원 종류별 의무고용률은 1998년에 각각 4%, 5.1%, 4.5%로 상향), 12만
명은 근로자 2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다.140)

138) 프랑스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의 정도와 장애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고용률
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 100인 기업에
서 장애인을 1명 채용하는 경우 그 자가 중증장애인이면 원래의 1단위에
1.5단위가 가산되고(1+1.5), 또한 그 자가 50세 이상이면 다시 0.5단위가 가
산되어 결국 1명 채용으로 3명을 채용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
주는 자신의 고용의무 6%(즉, 6명)의 절반을 이행한 셈이다. 이러한 고용
률가산방식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은 종업원 중 실제 장애인의 숫자보다 상
회할 수 있다.
139) 프랑스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la fonction publique d'État),
지방공무원(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의료공무원(la 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이 있고, 그 수는 약 5백만 명에 이른다(2003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은 51%, 지방공무원은 30%, 의료공무원은 19%를 차
지한다.
140) Division des Études de législation comparée(2003), L'insertion des
handicapés dans l'entreprise, Les document de travail du Sénat(Série
législation comparée, n° LC 116), 2003. 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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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차별의 예외
노동법전 L.122-45-3조 제1항에 의하면, “연령에 기초한 대우의 차
이가 고용정책목적 등과 같은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객관적ㆍ합리적으
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ㆍ적정한 경
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그 예를 두 가
지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청년 및 고령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
용기회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직업훈련에 근거하여, 또는 퇴직 이전의 합
리적인 고용기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채용에서의 연령상한(un âge
maximum)을 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프랑스의 연령차별예외의 법제화는 유럽연합 제2000-78호
지침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동 지침 제6조는 “연령에 근거
한 대우의 차이가 국내법적 상황에서 고용정책ㆍ노동시장ㆍ직업훈련상의
목적 등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그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국은 이
를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에는 “(a) 청년ㆍ고령
근로자ㆍ부양책임자의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거나 이러한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고용ㆍ직업훈련의 기회 및 근로조건(해고 및 임금 등)에 관
한 특별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 (b) 고용기회 또는 고용관련 특정 이익
을 제공함에 있어서 연령ㆍ직업경험 또는 재직기간에 대한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것, (c)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훈련에 비추어 또는 은퇴 이전
의 합리적인 고용기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채용에서 최고연령을 설정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141)
141) 그 외에도 동 지침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직역(직업)사회보장제(occupational
social security schemes)에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가입․수급의 연
령을 설정하는 것, 예컨대 근로자그룹 내지 범주에 따라 연령을 달리 설정
하고 실제의 연금계산에서 연령기준을 사용하는 것 등은 성별에 근거한 차
별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원국은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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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차별의 예외
노동법전은 장애차별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동 법전 L.122-45-4조
제1항에 의하면, “건강상태 또는 장애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전
제2권 제4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médecin du travail)에 의
해 확인된 부적격(inaptitude)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가 객관적이고 필
수적이며 적절한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차별소송
가. 소의 제기자
차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차별 피해자, 대표적인 노동조합,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노동법전 L.122-45-1조 제1항에 의하면,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적인
노동조합들 또는 기업 차원에서 대표적인 노동조합들은142) L.122-45조
(차별금지의 일반규정) 관련 차별소송의 의사를 차별 피해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고 차별 피해자가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반대의 의사를
142) 대표적인 노동조합 여부는 노동법전이 정하고 있는 기준(조합원수, 자주성,
조합비, 노동조합으로서의 경험과 역사, 점령하에서의 애국적 태도)에 의
해 결정된다(L.133-2조). 전국적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그 대표성이 인정
되는 총연합단체(1966년 이후 현재까지 5개)에 가입한 노동조합들은 대표
성을 갖는 것으로 법이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들은 자신의 대표성
을 현실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에 의해 대표성을 인정받거나
현실적으로 입증한 노동조합들이 대표적 노동조합으로서 법이 부여하고
있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개의 총연합단체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조합은 그 소속 총연합단체로
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대표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독
립노조들은 대표성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
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조용만(2000), ｢프랑스에서 복수노조
하의 집단적 노사관계 - 기업별 조합활동과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뺷복수노
조와 노동법상 제 문제뺸, 한국경영자총협회, p.105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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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지 않는 한, 차별 피해자의 위임이 없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
으며, 차별 피해자는 그 소송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노동법전
L.122-45-1조 제2항에 의하면,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설립
된 지 5년 이상이 된 단체는 차별 피해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
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 피해자는 언제라도 이러한 소송에 개
입하거나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한편, 성희롱(L.122-46조) 및 정신적 학대(L.122-49조)와 관련하여
기업 차원에서 대표적인 노동조합들은 피해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
아 그 자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 근로자는 언제라도 이러한
소송에 개입하거나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L.122-53조).

나. 관할법원
차별의 소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장소, 즉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
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143)144) 다만, 기업 외
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법원에 차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143)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노동법원 역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그렇지만 프랑스
와 독일은 서로 다른 독자적인 노동법원 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국의 노동법원은 그 조직과 관할, 법관의 자격과 재판부의 구성 등
에서 서로 다르다. 간략히 언급하면, 프랑스 노동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 노동분쟁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이다. 그 상급심은 일반
법원이 담당한다. 노동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기적 선거(5년)에 의해
선출되는 근로자대표 법관과 사용자대표 법관이 동수로 구성되는 특별법
원이다. 프랑스 노동법원제도의 기본원칙이 노사대표 선출법관 동수구성원
칙이기 때문에 직업법관은 노동법원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예외
적으로 선출법관 사이의 가부동수에 의해 판결이 불가한 경우에 직업법관
이 개입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 독일의 노동법원은 개별적 노동분쟁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동분쟁까지 관할한다. 제1심에서 최고심급까지 독립된 특
별법원으로 노동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재판부의 구성에서도 직업법관을
중심으로 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법관이 보좌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144) 프랑스 노동법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용만(2003),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
에 관한 고찰｣, 뺷일감법학뺸 8,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p.116 이하 ; JeanMichel Naudon(1996), Agir devant les prud'hommes, Lamy를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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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은 재판 이전에 소송 당사자 사이
의 화해를 시도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에 따
라 판결을 내린다. 노사를 대표하여 선출된 동수 구성의 법관들의 의
견이 가부동수로 나누어지는 경우 또는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에는 1개월 내에145) 해당 노동법원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법
원(tribunal d'instance) 판사(직업법관)의 주재하에 다시 의결ㆍ결정한
다(L.515-3조 제1항).146) 이처럼 직업법관의 노동법원에의 개입은 의견
대립시에 다수의사의 형성을 통해 결론도출(즉, 판결)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법원 노사대표 선출법관 동수구성원칙을 침
해하는 것은 아니다.147) 직업법관이 개입하여 재판이 재개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건해결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배로 늘
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48)

다. 입증책임
2001년 11월 16일 법률(제2001-1066호)은 차별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과 관련하여 차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차별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
는 사실상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자나 채용응
시자는 대부분 차별 피해자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145) 신속심리부에서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늦어도 15일 내에 소법원 법관의
주재하에 다시 의결되어야 한다(R.516-40조 제2항).
146)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소법원 법관의 개입 없
이 해결된 사건(신속심리에 의한 해결 제외)의 비율은 7.7%에서 5.5%였
고, 1990년대 전반기 동안 소법원 법관의 개입을 통해 해결된 사건은 8.1%
를 초과하지 않았다. 결국 10개의 사건 중에서 9개를 초과하는 사건이 직업
법관의 개입 없이 다수결에 의해 노사대표 선출법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하였다. Evelyne Serverin et Françoise Vennin(1995), “Les conseils de
prud'hommes à l'épreuve de la décision : la départition”, Droit social,
N°11, p.906.
147) Evelyne Serverin et Françoise Vennin, 위의 책, p.912.
148) Evelyne Serverin et Françoise Vennin, 위의 책, 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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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법전 L.122-45조 제4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제3항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원고는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의
존재를 추정케 하는 요소들을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결정이
차별과는 무관한 객관적 요소들에 의해 정당화됨을 입증하여야 한다.149)
정신적 학대와 관련한 노동소송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입증책임의
내용이 노동법전 L.122-52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다른 한편, 정신적 학
대는 형법전 제222-33-2조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원은 무
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규율은 형사소송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정신적
학대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라. 차별구제의 내용
노동법전 L.122-45조(차별금지 일반조항) 제5항은 동조 위반의 차별
은 ‘근로자’와 관련하여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 위반의
차별적 해고는 무효이다. 노동법전 L.122-14-4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진실하고도 중대한 이유’(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그러한
해고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금전배상(최저 6개월분 이상의 임금 상당
액)에 의한 해결이 원칙이고, 복직은 예외적인 경우(즉, 법관이 복직을
제안하고 노사 어느 쪽도 복직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지만 차별적 해고의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가 무효라는 점을 법에서

149) 유럽연합 제2000-78호 지침에서도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 제기한 경우, 평등
대우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타방 당사자가 부
담하도록 국내 사법체계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제10조
제1항).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 차별구제의 신청인(원고)을 대표하여 구제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제10
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
며(제10조 제3항),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행하는 사실관계의 조사절차
에도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다(제10조 제5항). 한편, 차별구제의 신청인(원
고)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법칙을 도입하는 것도 허용된다(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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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전 L.122-45-2조 제1항에 의하
면, 차별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실제는 소제기를 이유로 하였던 경우 그 해고는 당연히 무효이고 근로
자의 복직이 인정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
동법원은 적어도 최종 6개월분 임금 상당액 이상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L.122-45-2조 제2항). 한편, 차별적 채용거부의 경우 노동법원은
사용자에게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관련하여 노동법원은 피해 근
로자에게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노동
법전 L.122-46조 및 L.122-49조는 성희롱이나 정신적 학대의 진정ㆍ고
발ㆍ소송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및 보복행위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법원에 그 무
효를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신적 학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
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용자가 정신적 학
대의 행위자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전적인 과
실에 의한 정당하지 않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임을 노동법원이 판결하
도록 청구할 수 있다. 즉 오랫동안의 정신적 학대로 더 이상 이를 감당
할 수 없어 사직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해고되었지만 근로
조건의 의도적 악화에 의해 그러한 과실이 발생되었던 경우, 근로자가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재판상 해지를 법관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법관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그러한 태도(사직, 과실, 재판상 해지 신청)가 학대
자의 유책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직접적 결과이고, 근로계약관계의 지
속을 불가능케 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해고를 인
정하게 된다.

6. 소송 이외의 구제수단
정신적 학대와 관련한 특별조정제도가 2002년 1월 17일 법률(제
2002-73호)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 내용은 노동법전 L.122-54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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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정신적 학대와 관련된 당사자 어느 일방은 조정을 신
청할 수 있고, 조정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다. 조정인은 당사자들
의 관계상황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조정인
은 가해자에 대한 예상 가능한 제재와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수단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준다.

7. 근로감독관의 차별감독150)
가. 조사권한
근로감독관은 법령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감독하고, 사법경찰관리와
더불어 법령,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를 담당한다(L.611-1
조 1항). 이러한 기본적인 임무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은 사회보장법 소
정 규정의 위반 여부와 형법 소정의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
는다(L.611-1조 2항).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형법전에서는 차별행위(형
법전 L.225-1조)로서151)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징계 또는 해고
하는 행위(형법전 L.225-2조 3°),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행위(형법전 L.225-13조 이하)152)를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안전ㆍ보건 영역에서 근로감독관은 법위반
에 대한 조서(procès-verbal)를 작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사
150) 자세한 내용은 Paul Ramackers et Laurent Vilboeuf(1997), L'inspection
du travail, PUF를 참조 바란다.
151) 형법전(Code pénal) L.225-1조에 의하면,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 구성원의
출신, 성별, 가족상황, 신체적 외모, 가족의 성(姓), 건강상태, 장애, 유전적
특성, 품성(moeurs), 성적 취향, 연령, 정치적 견해, 조합활동, 민족, 국가,
인종, 종교를 이유로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행하는 일체의 구별(distinction)
은 차별에 해당한다.”
152) 사람의 취약성 내지 종속상태가 명백하거나 그것을 알면서 그 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수행된 노동의 규모
와는 명백하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수를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
위(형법전 L.225-13조), 사람의 취약성 내지 종속상태가 명백하거나 그것
을 알면서 그 자를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조건에 처하게 하는
행위(형법전 L.225-14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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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개선명령(une mise en demeure)을 내린다(L.231-4조 제1항).
한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데(L.230-2조), 이러한 일반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노동․고용지방청장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로
감독관은 그러한 의무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확인할 임무
를 담당하고 있다(L.230-5조). 그 외에도 건설․토목현장에서 중대하고
도 긴박한 위험상황에 대응하여 근로감독관은 문제가 되는 작업파트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L.231-12조).
근로감독관이 갖는 일반적인 감독수단으로 사업장 방문권, 관련 문
서의 제출요구ㆍ열람권ㆍ수거권 등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고
용된 모든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근로감독관의 방문
은 사전에 통지되지 않아도 되며, 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야간을 포함
하여 사용자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은 방문한 사업장 내에서 조사 및 증언청취를 행할 수 있고, 이러한 활
동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는 감독업무의 방해죄를 구성한다.153) 사업장
방문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법령이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일체
의 장부 및 문서를 제출케 할 수 있으며, 불법취로를 금지하고 있는 법
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근로자평가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54) 근로감독관은 생
산ㆍ분배 또는 활용되는 물품, 재료 등을 수거할 수도 있다. 법령위반
을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수거는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금지에 관한 2001년 11월 16일 법률(제2001-1066호)은 근로감독
관의 차별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였다. 노동법전 L.611-9조 제3
항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전 L.122-45조, L.123-1조 및 L.412-2
조, 그리고 형법전 L.225-2조 위반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
153) Cass. crim., 22 juillet 1981, n°81-90.167.
154) Cass. crim., 17 mars 1992,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8-9/1992,
n°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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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자료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권한
우선, 형사소송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은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조치 내지 상황
을 검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법전 L.611-1조는 근로감독관이 형법전 L.225-2조 3
호 및 6호가 정하고 있는 범죄를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법경
찰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사법
경찰권한은 출신, 신체적 외관, 성(姓), 민족, 국가, 인종, 종교를 이유로
하는 채용거부, 연수거부, 징계, 해고에 한정된다. 반면에 근로감독관은
① 간접차별, ② 임금, 직업훈련, 배치전환, 직업자격, 직무분류, 승진에
서의 차별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제 4 절 형법에서의 차별금지

프랑스 형법전(Code pénal)은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전
에서 차별죄는 사인(자연인과 법인)에 의한 차별범죄와 공무원에 의한
차별범죄로 구분된다.155)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의 경우는 별도의 범
죄로 구성되고 있다.

1. 연혁
프랑스에서 차별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된 것은 1972년부터다.
155) 형법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문헌인용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주로 Jean Pradel et Michel Danti-Juan, 앞의 책, pp.295～
332, pp.343～344, pp.506～51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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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는 차별사유와
차별행위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고, 차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
화되었으며, 자연인 외에 법인의 형사책임도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하에서는 차별범죄에 관한 입법연혁을 새로운 형법전이 만들어진 1994
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구형법전상의 차별죄와 그 이후 신형법전상의
차별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구(舊)형법전상의 차별죄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1972년 7월 1일 법률(제72-546호)의 제정으로
형법에 ‘공무원에 의한 차별’(구형법전 제187-1조)과 ‘사인(私人)에 의
한 차별’(구형법전 제416조)이 범죄행위로 신설되었다.156) 동 법률의
목적은 민족ㆍ국가ㆍ인종ㆍ종교적 이유에 의한 권리 내지 계약의 거부
를 차별로서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1975년 7월 11일 법률(제75-625호)에 의해 성별 또는 가족상황
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였고, 1977년 6월 7일 법률(제77-574호)은
민족ㆍ국가ㆍ인종ㆍ종교적 이유에 의한 경제적 활동의 방해를 금지하
였다. 그리고 1985년 7월 25일 법률(제85-772호)은 품행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1989년 1월 13일 법률(제89-18호)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판매ㆍ
서비스제공의 거부를 금지하였다. 1990년 7월 12일 법률(제90-602호)은
장애인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였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하는 권
리거부와 판매ㆍ서비스제공의 거부 및 고용차별을 금지하였다.

156) 1972년 7월 1일 법률 이전에는 1939년부터 출판법에서 증오를 유발할 목적
으로 인종 내지 특정 종교에 속한 인적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diffamation)
과 모욕(injure)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적용
되지 않았다. 한편, 1972년 7월 1일 법률은 차별죄의 신설 외에도 민족․
국가․인종․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선동, 명예훼손 및 모욕을 출판범죄
로 신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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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新)형법전상의 차별죄
1994년 신형법전에서 차별죄는 인간의 존엄(la dignité de la personne)
을 침해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 설정된다. 많은 경우 차별은 선천적
특성과 관련된 이유로 사람을 거부․배제한다는 점에서 물건이나 동물
을 고르듯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본질적으로 존엄과
부합될 수 없다. 따라서 1994년 신형법전이 차별죄를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의 범죄로 파악한 것은 타당하다.157)
한편, 1994년 이후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차별죄로서 금지되는 차별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4년 신형법전 성립시에 정치적 견해 및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되었고, 자연인 외에 법인의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 2001년 11월 16일 법률(제20011066호)은 신체적 외관, 성(姓, patronyme), 성적 지향,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였으며, 2002년 3월 4일 법률(제2002-303호)은 유전
적 특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였다. 특히 2001년 법률은 유럽
연합이 2000년에 제정한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제
2000-78호)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158) 동 지침은 종교,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159)
157) 구형법전하에서 차별은 파산범죄, 사기죄 및 기타 기망에 관한 죄를 규정
하는 파트에 규정되어 있었다.
158) 유럽연합의 법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제1차 법원(法源)은 유
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창설의 근거가 되는 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조
약, 암스테르담조약 등)이다. 그리고 제2차 법원은 유럽이사회(Council)와
유럽위원회(Commission)가 제1차 법원인 조약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법령
이다. 이러한 법령에는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이 있다. 규칙은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며, 전체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에 지침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회원국을 구속하여, 결과의
달성을 위한 형식 및 방법은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위임된다. 요컨
대, 지침이 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법 제정
등(국내법으로의 전환)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반하여 규칙의 내용은 직접
적으로 회원국의 사인(私人)에게 적용된다. 濱口桂一郞(2001), ｢EU勞働法の
形成｣, 日本勞働硏究․硏修機構, p.6 참조.
15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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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신형법전은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을 제225-1조에서 제225-4조까지 4개 조문에
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에 의한 차별’을 제432-7조에서 규정하고 있
다. 사인(자연인과 법인)에 의한 차별과 관련하여 제225-1조는 차별개
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개념에서 차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차별행위자의 차별의사)에 해당하는 차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제225-2조는 차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25-3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사유, 제225-4조는 차별에 관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에 의한 차별의 경우 제432-7조는 공무원의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제225-2조가 규정하는 차별개념에 해당하는 일정한 차
별행위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차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전 제225-1조는 차별을 정의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차
별은 출신, 성별, 가족상황, 신체적 외관, 姓(patronyme), 건강상태, 장애
(handicap), 유전적 특성, 품행(moeurs), 성적 지향, 연령, 정치적 견해,
조합활동, 민족ㆍ국가ㆍ인종 내지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사람(personnes physiques)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구별이다. 그리
고 동조 제2항에서는 법인(personnes morales) 구성원의 출신 등(위에
서 언급한 차별사유)을 이유로 하여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구
별 역시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차별죄
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에 속한다. 차별죄는 차별의도가 개입된 고의적
범죄이기 때문에 차별의사 및 그에 관한 입증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차별의사
차별행위자의 차별의사를 형성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차별의사를
원, 2004, p.74 이하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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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집단적 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의사’와 ‘개인적 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의사’이다. 전자는 흑인, 여
성 등과 같은 인적 그룹에 대한 적의(반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별과
관련된다. 후자는 개인적 삶의 선택(가족상황, 품행 등) 또는 신체적ㆍ정
신적 특성(장애,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용인하지 않거나 거
부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과 관련된다.
1) 집단적 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의사

집단적 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의사는 개인보다는 오히려 개인
이 소속된 인적 그룹에 대한 배척ㆍ증오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현
행 형법이 출신이나 성별 또는 민족ㆍ국가ㆍ인종ㆍ종교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는 그러한 분리주의의 철폐이다.
가) 출신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이미 언급하였듯이 출신은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출신은 차별을 정의하는 형법전 제225-1
조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기한 차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개방적 개념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출신이라는 차별사유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차별의 범위를 일정 정도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유추해석의 금
지 및 엄격ㆍ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반하여 출
신의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민족ㆍ국가ㆍ인종 또는 종교

민족, 국가, 인종, 종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일반적으
로 어떤 민족이나 국가, 어떤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혐오감(반감)에 의
해 유발되는 차별을 의미한다. 예컨대, 유색인에 대한 침실임대의 거부,
아랍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거부, 외국인 아동에 대한 학교등록의 거
부, 국적을 조건으로 하는 출생수당의 지급 등이 그 예이다.
형법전은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차별 피해자가 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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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은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를 원인으로 하는 혐오감(반감)
이 차별행위자에게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형법전 제225-1조는 종교와 관련하여 “특정의(déterminée)”라는 수
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식어가 종교 외에 민족, 국가, 인종 모두
를 수식하는 것인지 해석상 문제된다.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
면 차별금지의 실효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차별행위자가
상대방의 인종이나 국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차별적 감정이 상대
방의 피부색이나 억양을 원인으로 하여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
면에 “특정의”라는 수식어가 종교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
더라도 차별금지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어떤
종교든 종교를 믿는 신자 일반에 대한 차별, 예컨대 무신론자에게만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종교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의”라고 하
는 수식어는 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법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음으로, 형법전 제225-1조는 “소속 여부”를 꾸며주는 말로 “진정
한(vrai) 또는 추측되는(supposé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떤 민족, 국가 등에 진짜로 속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속하거나 속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추측(가정) 내지 의심에 따른 차별까지 금
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른 한편, 형법전 제132-76조에서는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그에 따른 형벌의 가중
을 규정하고 있다. 제132-76조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형벌가중사정(la
circonstance aggravante)은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
를 이유로 하여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피해자 소속집단의 명예 내지 존
중을 침해하는 성질의 발언, 문서, 이미지, 물건 내지 행위가 범죄에 앞
서 또는 범죄에 수반하거나 범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성별

형법전 제225-1조는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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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법상
차별죄에 성차별금지가 최초로 도입된 1975년은 여성의 해였다. 그러
나 형법상의 성차별금지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형법전 외에 노동법전에서도 성차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
하고 있다. 노동법전 L.123-1조는 특정 성(性)이 진정한 직업자격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집ㆍ채용, 임금, 훈련, 승진 등 근로조건, 근
로계약의 갱신ㆍ해지 등에 있어서 성별 내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법전 L.152-1-1조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 개별적 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의사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차별을 초래하는 불관용, 거부, 증오의 감정
이 항상 인간집단(예: 흑인, 아랍인, 여성 등)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개인 역시 그 인격 내지 특성과 관련된 이유로 차별
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별은 사람의 개인적 속성이 고려되어 발생
한다.
물론 어떤 계약의 경우 인적 속성에 대한 고려가 계약의 핵심적 사
항일 수 있고, 이러한 고려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벌정책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계약에서의 인
적 고려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계약에서 특정인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삶의
선택이나 개인이 갖는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의해 사람은 다수인에
의해 흔히 거부당하거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순전히 차별
적인 욕구 내지 충동에 의해 유발된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형
법상 처벌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 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의사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전은
가족상황, 신체적 외관, 성(姓), 건강상태, 장애, 유전적 특성, 품행, 성
적 지향, 연령, 정치적 견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족상황, 장애, 건강상태, 품행은 구형법전 하에서 금
지되었던 차별사유이고, 정치적 견해, 조합활동, 신체적 외관,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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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연령, 유전적 특성은 신형법전 하에서 추가적으로 금지된
차별사유이다.
가) 가족상황

가족상황은 결혼 관련 상황(기혼ㆍ미혼ㆍ이혼) 내지 자녀 관련 사항
등을 뜻한다. 이와 관련된 차별의 대표적 사례가 근로계약상의 혼인퇴
직조항이었고, 법원이 일찍이 그 조항의 위법ㆍ무효를 인정하였음에도
그러한 차별의 관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1975년 7월 11일 법률(제
75-625호)은 차별죄의 대상에 가족상황을 이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
게 되었다.
나) 장애ㆍ건강상태 및 신체적 외관

장애와 건강상태에 근거한 차별은 1989년 1월 13일 법률과 1990년 7
월 12일 법률에 의해 금지되었고, 처벌대상이 되는 차별행위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신체적 외관은 보다 최근인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
해 차별금지사유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는 차별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자유의 영역을 현저히 축소하는 것이지만, 노동
법 분야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성과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① 장애 또는 신체적 외관
1987년 7월 10일 법률(제87-517호)에 의해 신설된 노동법전 L.323-1
조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의무제는 현
실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용의무제 시행상의 기술적인 어
려움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장애인 채용에 대한 사용자의 주저 내
지 반대 역시 원인이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의회는 1989년 및
1990년 법률을 통해 장애차별을 형법상의 차별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1989년 법률은 재화ㆍ서비스의 제공자인 상인이 흔히 사
업장의 이미지 또는 고객의 편안을 이유로 들어 장애인(특히 겉모습이
특히 보기 흉한 자) 또는 장애인 동반자(부모 등)가 호텔이나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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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제225-2조 1호).160)
노동법전 L.323-10조는 장애의 개념과 관련하여 “신체적ㆍ감각적 또
는 정신적 기능이 변화된 결과 고용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실
제적으로 감소된 모든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을 적용
하는 형사법원의 판사에게 이러한 노동법상의 개념정의는 참고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엄격ㆍ명
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반면에 형법 외의 영역에서는 형법과는 다른
법해석의 자율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차별이 고용차별인가 아니면
판매․서비스의 거부 관련 차별인가에 따라 장애개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이에 관한 판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② 건강상태
에이즈의 확산에 따라 차별사유로서 건강상태에 관한 논의가 특히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사용자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차별적 행위도
증가하였다. 학설은 근로자의 장기 질병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혈액양성반응처럼 근로제공에 영향이 없
는 건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1990년 7월 12일
법률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차별죄에 포함시켜 처벌대상으
로 삼게 되었다.
다) 품행 및 성적 지향

품행이 차별금지사유로 도입된 것은 1985년 7월 25일 법률에 의해서
다. 이 법률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동법의 취지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
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품행이라는 개념에 포
160) 관련 사례로 녹내장에 걸린 고객이 검정색 안경을 끼지 않아 다른 고객들
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레스토랑에 관
er
한 사건(Trib. corr. Nantes, 1 mars 1990, Dr. pén., n° 47), 장애인의 비
행기 탑승을 거부한 항공사에 관한 사건(Paris, 19 septembre 1994, Juris
Data, n° 02259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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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것으로 보았던 ‘성적 지향’이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해 차
별죄상의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되었다. 이는 일종의 입법적 중복이기는
하지만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형벌의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었다.
라) 정치적 견해 및 조합활동

1994년 신형법전은 정치적 견해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했다.161) 이와 관련하여 의회는 노동법으
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노동법전 L.122-45조에서는 이미 정치
적 견해 및 조합활동에 근거한 징계 내지 해고가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정함에 있어 의회는 노동법을 모방했다.
그 외에도 노동법전은 사용자가 채용ㆍ해고 등과 관련된 결정에서 노
조에의 소속 또는 조합활동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노동법전
L.412-2조),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다(노동법전 L.481-3조).
이러한 노동법상의 벌칙은 차별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전
제225-2조상의 벌칙보다 가볍다. 노동법상 처벌대상은 조합활동을 “고
려하는 것(à prendre en consideration)”인 반면에 형법상 처벌대상은
“차별하는 것(discriminer)”이기 때문이다. 두 법 사이에 이러한 미묘하
고도 근소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어느 법상의 벌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정치적 견해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개념정의이다. 조합활동에 대한
정의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정치적 견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
는 점이다. 정치적 견해는 특정 정당에 단지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 혹은 정치적 중립자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결
과적으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61)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시직 근로자의 채용거부에 관한 사건으로 Cass.
crim., 3 septembre 2003, Dr. pénal, 2004, n° 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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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령 및 성(姓)

2001년 11월 16일 법률은 연령과 성(姓)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
하게 된다. 같은 법률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한 성적 지향 또는 신체적
외관은 해석상 품행 내지 건강상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을
입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한 것인 데 반해 연령과 성(姓)은 전적으로 새
롭게 도입된 차별금지사유다.
바) 유전적 특성

유전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금지는 2002년 3월 4일 법률에 의해 새롭
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 민법전에도 “누구도 유전적 특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일반적 원칙이 규정되었다(민법전 제
16-13조). 따라서 형법상의 유전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금지는 민법상
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자 후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나. 차별의사의 입증
차별의사의 입증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차별행
위자의 내심을 알 수 있는 말이나 서면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해 차별의
사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일정한 사
실로부터 차별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로 나누어 입증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형사법의 일반
원칙(무죄추정원칙 등)에 관련된 입증의 문제도 간략히 고찰한다.
1) 사실로부터 추론 가능한 차별의사의 입증

사용자 또는 재화․서비스의 제공자가 차별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차별의사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범
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범죄행위자의 심리상태를 명백히 보여주게 된
다.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서면에 의해 차별의사가 표출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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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집이 명백히 차별적이고 특정의 근로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도우미의 모집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유색인을 피할 것”
이라고 언급한 업무문서를 작성ㆍ배포한 행위는 형법전 제225-2조 3호
(채용거부, 징계 또는 해고) 위반이다.162)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게 교
부한 취업증명서에 업무수행은 만족스럽지만 모로코 국적 때문에 종업
원들이 원치 않아서 정식 채용될 수 없었다고 기재하였던 사건에서 차
별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63)
둘째, 구두(언어)에 의해 차별의사가 표출되는 경우이다. 숙박업자가
유색인 남성을 동반한 여성에게 침실대여를 거부한 행위는 형법전 제
225-2조 1호(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위반으로 판단되었다.164)
셋째, 기타 행위에 의해 차별의사가 표출되는 경우이다. 언어 내지
문서의 형태가 아니지만 어떤 사실 행위 그 자체에 의해 차별의 정신
상태가 명백히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유색인
청년을 견습안내인(réceptionniste stagiaire)으로 고용하는 것을 거부한
숙박업자의 행위가 차별죄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165) 그리고 술집 주
인이 만취의 징후도 없고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은 아랍계 손님에게 서
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도 차별죄로 판단되었다.166) 임차인 중
한 명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임대인이 방 열쇠 반환 2일 전에
부당한 추가적 요구를 행하였던 경우에도 차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의사의 입증이 언제나 용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차별행위자는 교묘하게 내심을 숨기고, 변명이나
겉치레의 주장을 하는데 그 허위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62) Paris, 21 janvier 1988, Juris Data, n° 021572 ; Cass. crim., 14 novembre
1989, Dr. pén., 1990, n° 129.
163) Cass. crim., 14 octobre 1986, Bulletin criminel, n° 287.
164) Douai, 25 juin 1974, Recueil Dalloz, 1975, p.492.
165) Pau, 10 septembre 1991, Juris Data, n° 048363.
166) Trib. corr. Strasbourg, 21 novembre 1974, Recueil Dalloz, 1975, p.492.
167) Cass. crim., 25 novembre 1997, Bulletin criminel, n°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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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로부터의 차별의사의 입증 불가

사용자 또는 상인 등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화ㆍ서비스의 제공이
나 채용 등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거부가 이루어진 상황
및 제시된 동기를 고려할 때 차별의사의 실제적 존재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본다.
첫째, 형법상의 차별보호대상 범주에 속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거부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 경우 거부는 인종, 종교,
국적 등 형법이 금지하는 차별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형법상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는 상업적 내지 사회적 고려에 해당한다. 예컨대,
디스코텍 주인이 아랍인뿐만 아니라 프랑스인까지 그 출입을 거부하였
던 사건에서 법원(파기원)은 형법이 금지하는 차별사유에 근거하여 고
객을 선별하는 방식을 피고가 수립ㆍ시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자
료도 없는 한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68) 한편, 형법상 차별
보호 대상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 내지 서열을 외부적으
로 표시하는 기준(예: 올바른 복장착용의 요구 등)에 근거하여 거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거부행위가 완전히 형사처벌로부
터 배제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 내
지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비자보호법(Code de la
consommation) L.12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차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전 제225-1조가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근거하여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거부는 형법이
금지하는 것과는 무관한 객관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럴 때 사실관계는 애매
하고, 결국 해답은 채용거부 등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의 진실성 그리
고 의심스러운 사정의 중대성 여하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심리분석
을 담당하는 임시직에 지원한 여성에게 사용자는 차별을 의심케 하고
당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내용은 “여
러 지원자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신과 비슷한 자격을 갖춘 한 남성 지원
168) Cass. crim., 25 avril 1989, Juris Data, n° 0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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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편지내용
이 무례하고 차별적인 것으로 의심되지만 의도적인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1차 선발된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최
종 선발자가 해당 직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다.169)
셋째, 인종, 종교, 국적 등 형법이 금지하는 차별사유와 실제적으로
연관된 이유에 근거한 거부이지만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이
는 차별의 정당사유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정
한 유숙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시장이 금지하면서 그 이유로 이주민의
사회적 동화를 방해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게토(특정
민족․인종의 주거지)의 형성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던 사례가
있다.170) 주거지의 불안정은 누군가에 의한 점유를 방지하고자 하는
객관적 이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게토의 형성을 피함으로써 외국인
의 동화를 촉진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는 차별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것으
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차별의사의 부재와 동기의 숭고성은 엄격
히 구별되어야 하고, 양자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차별의 정당사유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형법에서도 이
에 관한 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다. 차별의 정당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
한 내용은 후술한다.
3) 기타의 문제

차별죄는 여타의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증거법에 관한 일반원
칙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자유원칙이
문제된다.
형사소송법전(code de procédure pénale)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차별
피해자를 위해 인정되는 입증책임전환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원이 밝히고 있듯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171) 형사소
169) Cass. crim., 17 janvier 1984, Recueil Dalloz, 1984, I.R., p.230.
170) Paris, 1er juin 1989, Juris Data, n° 02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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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차별의 사실(즉, 피고인이 실제
적으로 범죄를 행하였다는 점)과 차별의 고의(피고인의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차별사유를 그 동기로 하고 있는 점)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차별은 여러 증거방식에 의해 입증될
수 있지만, 증거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심의 확신에 따라 판단을 내리
는 자는 법관이다.172) 그리고 법관은 오로지 대심적 변론과정에서 제
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73)

3. 차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형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죄는 사인(私人)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
별죄(제225-1조 이하)와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별죄(제432-7조)
로 구분된다. 따라서 차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다시 말해 형법이 금지
하는 차별행위는 차별행위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가. 사인(私人)의 차별행위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로서 형법전 제225-2조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동조 1
호), 그 제공에 있어 차별적 조건을 다는 행위이다(동조 4호). 둘째, 경
제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동조 2호). 셋째, 채용을
거부하거나 징계 또는 해고하는 행위이다(동조 3호). 넷째, 근로자의
모집, 연수생의 연수 내지 기업내 훈련에 있어 차별적 조건을 다는 행
위이다(동조 5호). 다섯째,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412-8조 2호가 규정하는 교육ㆍ훈련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동
조 6호).
형법전 제225-2조가 금지하는 사인의 차별행위에서 ‘사인(particuliers)’
171) Conseil constitutionnel, 12 janvier 2002, décision n° 2001-455.
172) 형사소송법전 제427조 제1항 참조.
173) 형사소송법전 제4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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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는 근로자를 채용․해고하는 사용자와 재화와 용역을 제공
하는 경제주체를 포괄한다. 그러나 ‘사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전적으
로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제225-2조 3호 및 5호가 예정하
는 고용차별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수임인을 사용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차별은 민간 사용자에 의한 경우와 공무
원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차별행위 및 재화ㆍ서비스 제공자의 차별행위로 구분하여 고
찰한다. 다만, 후자는 고용차별이 아니지만 형법상 차별죄에 관해 포괄
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아울러 언급하고자 한다.
1) 사용자의 차별행위

구형법전은 차별행위금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
였다. 즉 “자신의 직업 내지 직무에 의해(par leur profession ou fonction)”
사람을 고용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가사를 담당하는 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단순 일반인이 차별적으로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구형
법전상의 차별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형법전에서는 그 적용대
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직업
내지 직무의 성격상 인사권한을 갖는 ‘통상적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렇
지 않은 ‘임시적인 사용자(les employeurs occasionnels)’에도 적용된다.
다른 한편, 신형법전은 사용자로부터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제3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또는 자신의 주도하에 차별을 행한 경
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업소개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고용센
터(ANFE)의 소장이 사용자의 차별적인 구인광고를 수정할 의무가 있
음에도 센터의 게시판에 그대로 부착케 한 경우이다.174) 그러나 차별
행위가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스스로에 의해 행해진 때에
권한을 위탁한 사용자는 차별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차별죄에 해당하는 네 가지 사항, 즉 채용거부,
징계, 해고, 근로자 모집 및 연수생 교육훈련에서의 차별적 조건에 관
하여 살핀다.
174) Cass. crim., 18 juillet 1985, Juris Data, n° 0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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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거부

차별적 채용거부는 사용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모
로코 국적을 명시적인 이유로 하여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한 예가 그렇
다.175) 반면에 허위의 구실을 내세우거나 아무런 설명이 없는 등 사용
자의 태도로부터 묵시적으로 차별적인 채용거부를 도출해 낼 수도 있
다. 한편, 시용기간(la période d'essai)이 설정된 경우 채용거부의 시점
이 문제될 수 있다. 시용시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식채용 여부가
확정되므로 채용거부가 최초의 채용과 시용기간 만료일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한편, 과거에 판례는 형법에서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연수
신청(une demande de stage)을 거부하는 행위는 채용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76) 그러나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해 “연수생의
연수 내지 기업내 교육훈련”과 관련한 차별, 그리고 “사회보장법전
L.412-8조 2호가 규정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의 거
부”에 대해서도 차별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법 개정으로 연수 내지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도 차별로
서 금지된다.
나) 징계

구형법전과 달리 신형법전은 차별적 징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
다. 신형법전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노동법전 L.122-45조는 차별적 징
계를 무효로 규정하여 금지하였지만,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지는 않
았다. 그리고 신형법전 제정 당시에 남녀의 고용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전 L.123-1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있었으나, 그 금지의 대
상으로 차별적 징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신형법전
제정 이후 일체의 차별적 징계조치는 민사상 무효의 효과를 발생할 뿐
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었다.

175) Cass. crim., 14 octobre 1986, Bulletin criminel, n° 287.
176) Montpellier, 17 février 2000, Dr. pén., 2000, n°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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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고

차별적인 채용거부나 징계 외에 해고 역시 차별죄로서 형사처벌의 대
상이 된다. 해고에서도 사용자의 차별적 동기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사용자의 태도로부터 간접적ㆍ묵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복잡ㆍ미묘한 입증의 문제가 있게 된다. 근로자는 외관상 정당해
보이는 해고사유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차별적 동기와 해고의 정상사유가 혼
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증 및 차별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최근 의회는 유럽연합 지침의 영향하에
2001년 11월 16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차별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
을 노동법전에 도입하였다. 즉 근로자가 소송에서 직접차별 내지 간접
차별의 존재를 추정케 하는 사실요소를 제시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결
정이 차별과는 무관한 객관적 요소에 의해 정당화됨을 입증하여야 한
다(노동법전 L.122-45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전환은 유ㆍ무
죄,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형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형사소송에
서 피고는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présomption
d'innocence)되기 때문에 유죄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
라) 근로자 모집 내지 연수생 교육훈련에서의 차별적 조건

일자리의 제공, 연수신청 내지 기업내 훈련과 관련하여 형법전 제
225-1조가 금지하는 차별사유에 근거한 조건을 다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225-2조 5호). 이는 특정 그룹에 대해 차별적 조건을 붙여 일자리
또는 연수 내지 현장실습훈련을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다. 다시 말해, 지원자가 사용자와 계약관계를 맺기 이전 단계에서 이
루어지는 차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언론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특정의 인종, 종교, 국적 등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자를
채용코자 하는 희망을 알리는 경우가 그 예이다.
문제는 엄밀하게 차별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별적 동기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선호, 바람 내지 권고가 표출된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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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원장이 동료 직원들에게 작성․배포한 문서에서 노인을 부조할 가
사도우미의 모집을 지시하면서 유색인을 피할 것을 권고한 경우가 그
예이다.177)
2) 재화ㆍ서비스 제공자의 차별행위

형법전 제225-2조 1호 및 4호는 재화 내지 서비스의 제공거부 또는
그 제공에 있어서 차별적 조건을 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화 또
는 서비스의 제공자에는 상공업분야의 상인 및 기타 자유직업인과 그
수임인이 해당된다. 그 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
우에도 당연히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아파트의 소유자인 일반
인이 장애인에게 아파트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차인에게 유색인을 아파
트에 들이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그 예이다.
판례에 의하면 ‘재화’ 내지 ‘서비스’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일
정한 금전적 가치 내지 이익(une avantage)에 상응하는 모든 것을 의
미한다.178) 재화, 서비스의 제공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적 작용, 그
리고 모든 서비스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거부

형법전 제225-2조 1호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거부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명시적인 거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선금 수령의 거부 등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이나 허위의 구실을 통해
묵시적으로 거부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부는 영업의 주체인 상인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 수임인(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현행 형법하에서는 상인에 의한 거부, 수임인에 의한 거
부 또는 양자에 의한 거부 모두가 처벌대상이 된다. 상인의 지시에 의
해 수임인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7) Paris, 21 janvier 1988, Juris Data, n° 021572 ; Cass. crim., 14 novembre
1989, Dr. pén., 1990, n° 129.
178) Paris, 12 novembre 1974, Recueil Dalloz, 1975, p.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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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서 차별적 조건

형법전 제225-2조 4호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
225-1조가 규정한 차별사유에 근거하여 조건을 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화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 상호간에 관계가 성립되기 이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차별적인 제안을 행하는
것만으로 차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과거 구형법전 하에서 학설은 단순한 선호를 나타내는 제안은 처벌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형법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은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선호하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
람에 대한 확정적 거부의 경우 재화 등의 제공에 결부된 제한적 언급
(즉, 선호)은 거부의 위법적 성격을 보여주는 준결정적인 징표가 된다.
이미 앞에서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단순한 선호 내지 권고가 차별적 조
건과 동일시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 경제활동의 방해

형법전 제225-2조 2호는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상인의 출신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도매
상인의 행위가 그 예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방해를 차별로서 최초
로 형법상 금지한 것은 1977년 6월 7일 법률에 의해서다. 당시 그 입법
취지는 아랍연맹의 일부 국가들이 프랑스인에 대해 가했던 국제경제적
보이콧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방해는 경제
활동을 보다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방해에 의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방해는 계약거부의 형태를 띤
다. 그러나 단순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해는 때때로 예상외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예컨대, 인종을 이유로 피고인이 관선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례가 있다.179)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관선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
사 직업의 수행이 경제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79) Toulouse, 1er décembre 1988, Juris Data, n° 04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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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의 차별행위
형법전 제432-7조는 공권력(l'autorité publique)을 보유한 자 내지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거부하거나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로서 금지하고 있다.
차별행위의 주체인 ‘공권력의 보유자’ 내지 ‘공공서비스의 담당자’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 즉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민에 의해 청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1)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의 거부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
해 공무원이 형법전 제225-1조가 금지하는 차별사유에 의거해 그 권리
의 향유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죄에 해당한다. 예컨대, 자격요건을 갖춘
동성애자에 대해 주거보조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공권력의 보유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법은 공무원의 권한남용
(un abus d'autorité)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형법전의 편성체계
에서 제432-7조(공무원의 차별죄)는 ‘사인에 대한 권한남용(des abus
d'autorité commis contre les particuliers)’이라는 제목의 절(section)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일체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거부의 차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180) 만일 공무원이
직무와는 무관하게 차별을 행하였다면 사인의 행위로 취급되고, 그 행위
는 사인의 차별죄를 규정한 형법전 제225-1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다.
권한남용은 이해관계인이 문제없이 즉각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를 거부하는 때에 성립한다. 만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에
관한 의심이 존속하는 경우 잠정적인 권리거부는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신청인의 권리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불확
180) Grenoble, 7 octobre 1994, Juris Data, n° 0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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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없음에도 권리의 인정을 지체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거부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동을 학교에 등록시킬 권
리, 선거인명부등재의 권리, 행정서류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
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 체류증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종류의 권리를 의미한다.
2) 경제활동의 방해

공무원의 차별죄에 속하는 두 번째 유형은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수
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표면적으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영업재산에 대한 행정폐쇄를 결정하였으나 그러한 결정이 실질적으로
는 아프리카 출신 상인이 도심에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방해는 1977년 6월 7일 법률에
의해 금지되었는데, 원래의 입법취지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프랑스인
에 대한 국제경제적 보이콧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방해의 의미는 경제활동을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활동이 완
전히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구형법전에서는 경제
활동을 “보다 어렵게 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다. 신형법전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방해라는 개념에
부합한다. 공무원의 태도는 경제활동의 곤란성(어려움)을 판단하기 위
한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수행에 대
한 공무원의 방해는 작위(예: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대면거부 등) 또
는 부작위(예: 신청한 정보의 부제공, 신청 내지 서신에 대한 미응답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차별의 정당사유
가. 연혁
1972년 7월 1일 법률에 의해 형법에 차별죄가 신설된 때부터 차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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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그 후 법 개정에 의해 차별사유가 확
대되면서 아울러 차별정당사유도 늘어났다. 그러나 차별정당사유는 차
별금지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우선, 1983년 7월 13일 법률은 고용차별 관련 정당
사유를 규정한 구형법전 제416조 3호를 삭제한다. 왜냐하면, 동 규정에
의해 성별에 근거한 사용자의 채용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
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형법전 제416조 3호 하에서 판례에 따르면
노동이 갖는 고된 성격은 정당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는
성별에 근거한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181) 다음으
로, 1987년 7월 30일 법률은 인종적 이유로 판매 및 서비스제공을 거부하
는 것과 관련한 정당사유를 규정한 구형법전 제416조 1호를 삭제하였다.
1989년과 1990년에는 장애 및 건강상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추가
적으로 금지하였지만 고용에서의 차별정당사유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
하게 된다. 물론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채용거부 또는 해고가 의학적
으로 확인된 부적격에 근거한 것일 때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차별에서의 정당사유의 존
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행 신형법전 제225-3조는 차별정당사유가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사망, 신체적 완전성의 침해, 노동불능 내지
폐질을 예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활동의 경우이다. 둘째는 노동부적
격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특정의 성(性)이 고용 내
지 직업활동에서 결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형사책임을 면책케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지만 차별정당사유는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되었기 때문에
법 규정의 실제적 효력을 분석하는 작업이 용이하지는 않다. 이하에서
는 차별정당사유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과 그 효력을 구분하여 고찰하
고자 한다.

181) Cass. crim., 25 mai 1983, Bernadette Desjardins et autres, Le code du
travail annoté, 17e édition, Fiduciaires, 1997,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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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규정의 내용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앞에서 보
았듯이 의회는 입법에 의해 정당사유의 일부를 배제할 수도 있다. 차
별정당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면책이 부인됨을 뜻한다. 이하
에서는 형법전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정당사유와 형법전에서 배
제된 차별정당사유를 구분하여 고찰한다.
1) 법이 규정하는 차별정당사유

형법전 제22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정당사유는 고용, 판매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것이다. 형법전 이외의 법률에서도 차별정당사유
를 예정하고 있다.
가) 고용에서의 차별정당사유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형법전 제225-3조는 두 가지 종류의 정당사유
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건강상태 및 장애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성별에 관한 것이다.
① 건강상태 및 장애
형법전 제225-3조 2호에 의하면 건강상태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부적격에 근거한 채용거부 내지 해고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노동부적격을 초래하는 질병이나 장애는 채
용거부 내지 해고를 정당화하는 이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노동
부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의(les médecins du travail), 경
우에 따라서는 행정에 의해 승인된 의사에게 있다. 형법전 제225-2조
3호는 노동법전 제2권 제4편 또는 공무원관계법의 틀 내에서 의학적으
로 확인된 부적격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노동
부적격에 관한 산업의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장기결근을 이유로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해고이유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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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아니라 장기화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이 인정된다. 결국 고용 내지 노동에의 부적격은 그에 따른 결과와 구
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후자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권한을 갖는다.
다른 한편, 사용자가 채용거부 내지 해고의 이유로 의학적으로 확인
된 부적격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장애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
특히 노동법전 L.323-1조 이하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
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
만, 노동법전 L.323-8-6조에 따라 일종의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는 일
정액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성별
형법전 제225-3조 3호에 의하면, 성별에 근거한 채용에서의 차별은
노동법전이나 공무원관계법상 특정의 성(性)이 고용 또는 직업활동에 있
어서 결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성별을 이유로 하
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전 L.123-1조 역시 “특정의 성이 고
용 또는 직업활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형법전 이외의 법영역에
서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나) 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거부와 관련한 차별정당사유

형법전 제225-3조 1호에 의하면, 건강상태에 근거한 차별이 사망의
위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위험 또는 노동무능력이나 폐질의 위
험을 예방하고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
벌할 수 없다. 동조 1호가 규정하는 위험과는 다른 것과 관련된 건강상
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처벌대상이 된다.
특정 계약의 경우 사람의 건강상태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충
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에서
고객이 이미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어 위험이 현
실화된 경우 계약체결의 거부를 차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러나 건강상태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조사(특히 에이즈 관련 혈액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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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검사)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있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환
자의 권리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은 유전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
을 금지하였다. 동 법률은 사망이나 폐질의 위험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유전적 예측검사를 통해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그리고 형법전 제225-3조 1호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
병이나 질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적 예측
검사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차별은 정당하지 않고 처벌대상이 됨을 명
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이나 사회보장에서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질문
조사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전적 예측검
사를 행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
다) 형법전 이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정당사유

형법전 제225-2조 2호와 제432-7조 2호는 경제활동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는 사인과 공무원의 행위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 원래 이러한
금지는 1977년 6월 7일 법률에 의해 구형법전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형
법전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동 법률
제32조 Ⅲ에 의하면, 경제활동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국가
의 경제․상업적 정책의 틀 내에서 또는 국제적 협정의 적용을 위해 정
부가 발한 결정(directives)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정부의 결정은 공권력의 명령에 해당하지만, 1977년 법률 제32조 Ⅲ
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정당사유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왜
냐하면, 정부정책의 이름으로 차별이 행하여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상업적 정책과 관련하여 취해진 명령에 의
해 차별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용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
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1980년대 초기 행정훈령(circulaire)을
통해 제32조 Ⅲ상의 정당사유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국제적 협정의 적용을 위해 발한 정부명령과 관련한 차별정당사유는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조치는 자주 취해졌다. 예
를 들어, 1990년 말과 1991년 초에 당시까지 이라크와 경제적․상업적
관계를 유지하였던 국가들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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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조치가 그 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항하여 취해졌었다.
2) 형법전에서 배제된 차별정당사유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차별정당사유는 차별을 금지ㆍ해소하기 위한
형사법체계상의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차별정당사유가 지
나치게 확대되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현격히 저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회 역시 과거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차별정당사유의 범
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구형법전 하에서 의회는 1972년
에 최초로 도입하였던 정당사유를 점진적으로 삭제하였다. 우선, 1983
년 7월 13일 법률은 고용차별에 관련한 정당사유를 폐지하였다. 그리
고 1987년 7월 30일 법률은 인종을 이유로 하는 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거부와 관련한 정당사유를 삭제하였다.
1994년 이후의 현행 신형법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차별정당사
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전 제225-3조에서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인
지 아니면 그 외의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다. 이는 차별정당사유에 관한 법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다. 법규정의 효력
1) 법에 규정된 차별정당사유의 효력

형법전 제225-3조에 따르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존재
하거나 의학적으로 확인된 노동부적격의 경우 또는 특정의 성이 요구
되는 고용의 경우에는 차별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케 하는 객관적
상황, 즉 차별정당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사유의 실제
적인 효력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판례는 드물지만 주로 성별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채용거부)
에 대한 것이다. 판례는 직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부는 작
업이 수행되는 제반 조건 전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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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을 운반하여야 하는 사실은 비록 노동법령이 그 경우에 여성
의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 지원자의 채용거부를 정당
화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182) 그러나 고객의 선호는 성
차별의 정당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회사가 항공기 승무원의
채용에서 남성 지원자를 배제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
다.183) 또한 음식업주가 보기 흉한 녹내장에 걸린 사람의 출입을 거부
한 사안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184)
건강상태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에 관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
지는 않다. 그 이유로 다음의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노동적격 또는
노동부적격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법이 정하는 의사에게 있
고, 이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적었기 때
문이다.
판례 외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급의 예를 찾을 수 있다. 1989년 의
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
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형법전 제
225-2조 3호상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185) 1983년 이후
고용차별에 대한 정당사유가 삭제된 당시 위와 같은 장관의 답변은 법
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차별정당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것이다.
2) 법에 규정되지 않은 차별정당사유의 효력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가 주장하는 차별
을 정당화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정당사유는 피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법관이 직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
편,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실 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
건은 다양하기 때문에 법규정의 흠결 내지 공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182)
183)
184)
185)

Cass. soc., 25 mai 1983, Bulletin criminel, n° 154.
Trib. corr. Morlaix, 20 janvier 1984, Droit social, 1984, p.342.
Trib. corr. Nantes, 1er mars 1990, Dr. pén., n° 47.
Rép. min. n° 4980, J. O. Débats Sénat, 3 août 1989, p.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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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도 피고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이 경우 법관
이 피고의 주장을 검토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많은 사건에서 법
관은 그러한 주장을 검토하였고,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
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정당사유를 인정한 예도 있
다. 안전상의 이유로 자폐증 아동이 승마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186) 근무 중에 근로자가 정당ㆍ종교ㆍ사상 등을 열렬히 권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유죄에 해당하는 종교적 선동을 이유로 학
생을 퇴학시킨 경우187)가 그 예이다. 그 밖에도 차별적 해고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전(특히 L.122-45조)의 적용에 관한 판례는 종교
적 신념 또는 품행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사유를 인정하였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와 종교 및 사상을 같이하
는 임무수행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그 임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
았던 경우에 해고무효가 인정되지 않았다.188) 그렇지만 노동법의 관점
에서는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고, 형법전 제225-2조 3호와 관련해서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노동
법전 L.122-14-4조상 해고의 ‘진실하고도 중대한 이유(un motif réel et
sérieux)’에 해당하는 것은 형법전 제225-2조 3호상 해고의 정당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당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다. 범죄를 정하고 있는 법규정에서 정당사유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정당사유의 부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소권자에게 돌리는 효과
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법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처벌하는 형법에
서 정당사유에 대한 언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증거법칙으로의 회귀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정당한 사유 내지 사실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186) Limoges, 14 mai 1991, Juris Data, n° 046824.
187) Douai, 3 avril 1991, Recueil Dalloz, 1993, Somm., p.129.
188) Cass. soc., 20 novembre 1986, Droit social, 1987,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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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 프랑스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지금까지 고찰한 프랑스 차별금지제도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의 개념 내지 유형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신적 학대, 보
복차별 네 가지로 일반화하고 있는 점이다. 직접차별, 간접차별, 보복
차별은 국제규범이나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제에서도 보편적으로 채
택하고 있는 차별개념 내지 차별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를 프
랑스에 고유한 특징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적 학대의 경우
성희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이자 넓게는 성희롱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적 특징이 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이 금지하는 다양한 차별사유에 기한 괴롭힘을 정신적 학대라는 개
념으로 포섭하여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법이 금지하는 차별사유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
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차이가 부당한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법의지를 표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프랑스 사회의 차별감수성 및 평
등실현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자 다양성의 존중과
사회적 통합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차별의 법적 효과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이 매우 강
력하다는 점이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법적 효과가 무
효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통상적인 위법해고의 법적 효과가 원칙적
으로 복직이 인정되지 않는 금전배상에 그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차별
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형법에서 차별행위를 차별죄로 규정하
여 형사처벌 하고 있는 점은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프랑스적 특징이
다. 여기서 우리는 차별은 범죄라는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
넷째, 법이 정하고 있는 차별예외사유, 즉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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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는 사유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이다. 노동법전에
서는 성별에 한정하여 진정직업자격을 차별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연
령차별의 예외는 유럽연합 지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장애차별의
예외로는 산업의에 의한 의학적 확인이라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근로자
의 부적격을 들고 있다. 차별예외사유는 많을수록, 그리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차별금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의 구별을 어렵게 하거나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예외사유의 수 내지 범위는 적정하
여야 하고, 프랑스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
별예외사유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의 경우에는 다른 차별
예외사유들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적극적 조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
하기 위한 차별시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적극적 조치
의 경우에도 그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들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예외로서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요
건 내지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여
성(여성우대조치), 장애인(적절한 편의제공 및 고용의무제), 청년ㆍ고령
자(실업구제 내지 고용보호)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를 차별예외로 명시
하고 있다.
끝으로, 차별소송에서의 입증책임전환, 차별소송 이외의 구제수단,
근로감독관의 차별감독 등에 관한 프랑스 법제도로부터 우리가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는 바가 없지 않지만, 이러한 세 가지가 프랑스적인 특징
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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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경제 분석

제1절 서 론

이 보고의 주제는 일본의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에서는 일할 의사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평생
현역사회’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연령차별금지는 그 중요한 수단이다.
일본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5년에 21%가 되어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여 2015년에는
25%를 넘어, 인구의 4분의 １이 고령자가 될 것이며, 또한 2040년경에
는 이 비율이 총인구의 3분의 １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189).
한편 젊은층 인구는 격감한다. 예를 들어 20대(20～29세)의 인구는
2005년에는 1,610만 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290만 명으로까지 감소한다.
참고로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1970년에는 20대 인구가 2,000만 명 가까이 됐었다. 그 결과 1960년부터
20년 간격의 인구 피라미드는 [그림 5-1]과 같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89) 여기에서의 인구에 관한 수치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모두 국립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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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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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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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의 계속

20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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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의 계속

2020

2040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홈페이지(2006년 8월).

150 노동과 차별(Ⅰ): 선진국의 반차별법․ 제도

[그림 5-2] 일본인의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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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뺷인구통계자료집뺸, 2005.

이러한 고령화를 초래한 요인은 말할 것도 없이 장수화와 저출산화
이다. 장수화에 대해 말하면, [그림 5-2]는 일본인의 평균수명을 1947년
부터 나타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7년, 제1차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을 무렵의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50
세, 여성 54세였다. 이것이 현재에는 남성 78세, 여성 85세로, 전후 60년
간에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28세, 여성은 31세나 늘어난 것이다.
한편 저출산화의 진전도 엄청나다.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은 2005년
에는 1.25까지 떨어졌다.
[그림 5-3]은 전후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수
명이 50대 전반이었던 1940년대 후반에 거의 ４였던 합계특수출생률
이, 고도성장기에는 거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과서대로, 전후의 빈
곤한 사회에서 풍요로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함에 따라 출생률은 하락
한 것이다.
문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합계특수출생률이 2라는 수준을 벗어나,
장기적인 하락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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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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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뺷인구문제자료집뺸, 2005.

결혼하면 가사는 여성,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는 어머니라는, 남녀의 역
할 분업이 뚜렷한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경제발전에 의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
아 키우기 위한 기회비용이 매우 커진다. 선진국은 모두 경제발전에
따른 출생률 저하를 경험했으나, 1.3을 밑돌 정도로 하락한 것은 일본
을 포함해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은 사회구조라 지적되고 있다190).
이러한 장수화, 저출산화는 비가역적인 구조변화이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남성 78세, 여성 85세인 평균수
명은 2025년에는 남성 80세, 여성 88세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
한 미국의 마운틴듀 리서치사의 Shripad Tuljapurkar 박사 등은 일본
인의 남녀 평균수명이 2030년에는 88.50세, 2050년에는 91.93세가 되어,

190) 이러한 견해는 阿藤誠(2000) 등에 의해 전형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단, 이
것에 대해서는 赤川學(2004) 등의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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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합계로 볼 때 90세를 넘을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191).
저출산화의 경향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사회에
서 여성의 육아비용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은 가사나 육아의 남녀 역할
분담 등의 사회적 가치관 때문인데 그 전환은 쉽지 않다. 또한 현재의
일본기업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근로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의식이나 사회적 남녀역할분업관이 변하는 것만으로 저출산화
는 멈출 것 같지 않다. 기업의 현재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저출산화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구의 구조변화 속에서 고령자가 적고 젊은층 인구가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 맞게 만들어진 제도는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받
고 있다. 고용제도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
용제도는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제 2 절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고용제도는
왜 필요한가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고용제도의 첫 번째 필요성은 고령자 취
업의 촉진이라는 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령인구 급증, 젊은층 인
구 격감이라는 인구 구조의 커다란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한 가운
데 예를 들어 60세 정년, 60세 연금 지급 개시 등의 기존의 연령기준
그대로 20대부터 50대의 인구를 현역세대, 60대 이후를 은퇴세대로 나
누는 구분이 유지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기존의 연령구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현역 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며, 반대로 현역 세대의 부담을 너무 증대시
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은퇴 세대가 수령하는 연금 등
의 급부를 삭감해야 한다. 결국 기존의 연령 구분으로 현역 세대와 은퇴

191) Tuljapurkar, et al.(2000)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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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나누게 되면, 양쪽 세대의 생활수준이 모두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할 의사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가
능한 한 오랫동안 일하게끔 하는 ‘평생 현역 사회’가 필요해지는 것이
다. 일할 의사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본격적으로 일을
계속하여 현역 세대에 머물러 준다면, 그만큼 현역 세대 1인당 부담은
가벼워진다. 또 은퇴 시기가 그만큼 뒤로 미뤄지면 은퇴 세대가 줄어,
급부를 많이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
에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본격적으로 일을 계속하게끔 하여, 고령사회
를 지탱하는 측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일인 것이다192).
물론 이는 이제 자신은 충분히 일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다고 생각
하는 사람을 강제로 ‘총동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일본
은 다행스럽게도 고령자의 취업 의욕이 아직 상당히 높다.
[그림 5-4]는 이상적인 은퇴 연령에 대한 국제 비교이다193). 일본인
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은퇴 연령은 한국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60
대 후반부터 70세에 걸쳐 있으며, 구미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림 5-5]는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의 인구비율인 노동력 인구를
60대에서 국제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미에 비해 명백히 높다. 남성
60～64세의 경우, 아직 70% 이상이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취업 의욕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고마운 일이
다. 이 좋은 조건을 활용하여 평생 현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제도이다. 전형적
으로는 정년퇴직제도가 그것이다. 정년퇴직제도라는 것은 일정 연령이
되면 아무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종업원을 강제적으로 퇴직시
키는 제도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가능한 한 길게
본격적으로 일하게끔 한다는 생각과는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라 할

192)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淸家篤(1998), 淸家篤(2006) 등을 참조 바란다.
193) 조사 대상자는 60대로, 60대 이전에 은퇴하고 싶었다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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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이상적인 은퇴연령
%(%)
50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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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기타

30
25
20
15
10

정도 이하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정도

5
0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주 : 조사대상은 60대.
자료 : 내각부,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2001.

[그림 5-5]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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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歳～64歳男性
60 ～ 64세 남성
60 ～ 64세 여성
60歳～64歳女性
65세 이상 남성
65歳以上男性
65세 이상 여성
65歳以上女性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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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日本
일본

アメリカ
미국

ドイツ
독일

フランス
프랑스

韓国
한국

자료 : 재단법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뺷활용노동통계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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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년퇴직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없이 평생 현역 사회의 실현
은 있을 수 없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고용제도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중고
년이 된 후부터의 노동 이동의 원활화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의 사회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이 필수적이며, 그것은 개인에게 있
어서 직업 인생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외의 기업
경쟁 심화에 의해 기업이 개인에게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은 짧
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은 고용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기업으로부터 인
재를 필요로 하고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고용
상태를 확보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젊은이들이 그때그때의 성장산업에 많이 취직하고 사
양산업을 기피하는 형태로, 사양산업으로부터 성장산업으로의 노동 자
원 배분이 상당 정도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젊은층 인구가 급
감하는 가운데 이러한 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간 노동력 재배
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나의 산업․기업에 이미 오랫
동안 근무한 베테랑 중고년 노동자가 기업간․산업간을 이동하지 않으
면 필요한 산업구조 전환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이때 구인의 연령제한이라는 연령 기준의 고용관행이 걸림돌이 된다.
중고년이 되고 나서 이동하려 했을 때, 구인연령에 상한이 있으면 연령
만을 이유로 이동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아무리 임금 등의 노동조
건 면에서 타협해도, 또 필요한 업무 능력을 다시 습득하는 재훈련을
받아도, 연령을 이유로 삼는다면 중고년 노동자는 어찌할 바가 없다. 기
업이 모집․채용시에 가하는 연령 제한은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 보장, 노동력 재분배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두 절에서는 이러한 정년퇴직제도와 모집․채용시의
연령제한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용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
령자의 능력 활용을 저해하고 중고년의 노동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지
를 밝히기로 한다. 또한 그 배경요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으로서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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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년퇴직제도의 문제

후생노동성의 ｢고용관리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일본에서 3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95.3％에 정년퇴직제도가 존재한다.
또 이 경우, 정년 연령은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해 60세를 밑돌아서
는 안 되는데, 직종 등에 관계없이 기업 내에서 일률적인 정년제를 정
하고 있는 기업(대부분의 정년제도는 이에 해당됨)의 91.12％가 이 법
정 하한 연령인 60세로 정년 연령을 정하고 있으며, 60세를 웃도는 정
년은 아직 10％ 이하에 그치고 있다194).
정년퇴직제도는 연령만을 이유로 종업원을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
정년퇴직제도는 두 가지 면에서 고령자의 능력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하나는 고령자의 취업 의사를 낮춘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정년퇴직은 반드시 취업 생활로부터의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정년 후에도 이른바 제2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계속해
서 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년이 취업으로부터의 완전 은
퇴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표 5１>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분석한 실증연구 중에
서 정년 경험이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를
발췌한 것이다195).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년 경험은 취업 확률에 유의한 마이너
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효과의 크기도 계측이 이루어진 시대와
분석 대상 연령층 등에 따라 다르나, 정년 경험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60대 남성의 취업 확률을 20％ 정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일본

194) 이 제도가 일본 기업 전체에 보급된 것은 고도 성장기 이후이며,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에도 정년퇴직제도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30인 이상 규모
기업의 66.6％로, 조사 대상의 3분의 2 정도였다.
195) 자세한 것은 淸家篤·山田篤裕(2004)를 참조 바람. 또한 60대 전반 남성에
대한 계측 결과로는 小川(1997) 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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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정년퇴직 경험의 취업확률 감퇴 효과
연구

기간․대상

취업확률에 미치는 편미계수

淸家篤․山田篤裕(2004)

2000년․남성 60～69세

0.180**

1983년, 1988년, 1992년,
남성 60～69세

0.227***

淸家篤(1993)

1983년․남성 60～69세

0.178***

大石亞希子(2000)

1996년․남성 60～69세

(프로빗 계수) 0.269***

安部由紀子(1998)

주: 여기에서는 남성 60～69세를 대상으로 한 계측 결과만을 발췌하였음. 모두 노동성,
｢고연령자 취업(등) 실태조사｣를 계측자료로 하여, 정년퇴직 경험 이외에도 비슷
한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것임. 단, 大石亞希子씨의 결과는 프로빗 계수 그 자체임
에 주의하기 바람. ***는 １％ 유의수준으로 유의한 것임.

사회 전체에서 보면, 정년퇴직제도가 없었다면 활용할 수 있었던 노동
력을 그만큼 상실하고 있는 셈이 된다.
또 이러한 고령 노동력의 상실효과에 더해, 정년퇴직제도는 계속해
서 일하는 고령자의 충분한 능력 발휘를 저해한다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우선, 정년 후에 계속해서 일할 경우, 정년을 경계로 실제로 수령
하는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표 5-２>는 이 사실을 실
증하는 고령자의 임금에 대한 Switching regression의 계측 결과이다.
Switch함수의 계수가 플러스라면 그 설명변수는 개인을 높은 임금 그
룹으로 보내고,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개인을 낮은 임금 그룹으로 보내
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196).
여기에서 Switch함수의 계측 결과를 보면, 정년 경험의 계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마이너스이다. 정년을 경험함으로써 고임금 그룹과
저임금 그룹 중 후자로 보내지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또 고임금, 저임금 각각의 임금 그룹의 임금 결정에 있어서도 정
년 경험의 계수는 마이너스이며 양쪽 경우 모두 정년 경험은 임금 수
준을 유의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정년 전후의 개인의 업무 능력(인적 자본량)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196) Switching regression에 대해 자세한 것은 Dickens & Lang(1985), 石川経
夫․出島敬久(199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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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액에 관한 Switching Regression의 계측 결과
설명변수

제1차 부문

제2차 부문

스위치 함수

Constant

6.169 ***

7.806 ***

0.280

AGE

0.003

0.021 ***

0.013

HEALTH

0.011

0.141 ***

0.371 *

FAMILY

0.027

NOMOGAGE

0.077

METRO

0.486 ***

0.240 ***

MANDRET

0.265 **

0.104 ***

PENSION

0.120
0.500 ***
0.024 ***

REGULAR55

0.488 ***

0.064 **

0.134

GOV55

0.131

0.011

0.098

LARGE55

0.428 ***

0.123 ***

0.237 *

SMALL55

0.627 ***

0.053 **

0.334 ***

MGR55

0.131

0.351 ***

1.156 ***

PRO55

0.310

0.251 ***

0.978 ***

OTHER55

‐0.725 ***

0.060 *

0.545 ***

SERVE55

‐0.982 ***

0.012

0.136

SMOC55

0.065

0.264 ***

SMFM55

0.549 ***

0.142 ***

스위칭의 공분산

1.118

0.059

대수우도
샘플 사이즈

(Normalized to 1)
3160.73
3308

주: 이것 이외의 설명변수는 AGE 연령, HEALTH 건강에 문제 있음, FAMILY 동
거가족수, NOMOGAGE 주택대출 없음, METRO 대도시권 거주, MANDRET
정년 경험 있음, PENSION 공적연금(후생연금 · 공제연금) 수급액, REGULAR55
55세 당시 정규직 종업원, GOV55 55세 당시 관공서 종업원, LARGE55 55세 당
시 대기업 종업원, SMALL55 55세 당시 소기업 종업원, MGR55 55세 당시 관
리직, PRO55 55세 당시 전문직, OTHER55 55세 당시 다른 화이트칼라 일반직,
SERVE55 55세 당시 서비스 직종, SMOC55 55세 당시와 동일 직종, SMFM55
55세 당시와 동일 기업 근무. ***, **, * 각각 유의수준 1%, 5%, 및 10%로 통
계적으로 유의.
자료: Seike & Yamada(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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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55세 당시와 동일 직종에서 일하는 고령자의 비율 : 60～69세의 남
성 노동자
공적연금 수급

있음

없음

있음

45.4

68.9

없음

62.5

84.9

정년 경험

자료 : Seike & Yamada(1998).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계측 결과는 정년 후에 본래의 능력을 활용하
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래는 높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청년 경험자도 정년퇴직을 경험
하면 보다 낮은 능력밖에 요구되지 않는 저임금의 일을 배분받는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오랫동안 종사해 온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다.
<표 5-3>은 60대에 일하고 있는 고령자 중 55세 당시의 직종과 동일
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55세
때와 같은 직종의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오랫동안 배양한 능력을 활용
하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년퇴직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55세 당시
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확률은 낮아진다. 고령자가 동일 직
종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의 확률은 공적연금의 수급 유무
와도 관련이 있다(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자일수록 동일 직종
에서 계속해서 일할 확률은 낮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으며, 또
한 공적연금 수급과 정년퇴직 경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공적연금 수급의 유무를 통제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었
다.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55세 당
시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을 확률은 정년퇴직 경험이 있는 고령
노동자가 유의하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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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년퇴직제도에 의해, ① 정년이 없었다면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고, ② 정년퇴직 후 계속 일하
는 사람은 임금이 낮아지며, ③ 장기간 배양한 능력을 활용하면서 일할
확률이 떨어진다. 연령을 이유로 한 퇴직제도의 폐해이다. 연령차별의
폐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제 4 절 모집 · 채용 연령제한의 문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용 관행의 폐해로서 또 하나 매우 심각한 문
제는 노동자를 모집․채용하고자 할 때에 기업이 설정하는 구인의 연
령제한이다. 특히 중고년이 된 후 실직했을 때, 이 연령제한은 재취직
의 기회를 대폭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기업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한정하여 구인을 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실업자일수록 응모 기회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정부의 업무통계인 유효구인배율에도 나타나 있다. <표
5-4>는 2000년부터의 직업안정업무통계에서 연령별 유효구인배율을
취한 것이다197). 이 기간 동안 노동수급은 매월 개선되고 있으나, 모든
달에 있어서 유효구인배율이 45～49세층을 경계로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부터 60대 전반에 걸쳐서는 현재도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기업이 모집․채용에 있어서 연령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구인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
이 기존에는 그 3분의 ２ 정도에 연령제한이 있었다198). 특히 45세 부
197) 단, 직업안정통계에서는 예를 들어 ４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구인이 복
수로 있을 경우, 이를 45～49세층뿐 아니라, 44세 이하의 연령층으로도 균
등 배분하는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연령층에 대한 구인수는 실제
보다도 적게 계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198) 후술하는 <표 5-9>로부터 알 수 있듯이, 2004년 12월 이전에는 연령제한
이 있는 구인이 60%를 넘어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연령 불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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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상한으로 하는 연령제한이 많음을 위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구인뿐 아니라, 신문광고 등의 구
인도 연령제한을 찾아볼 수 있다.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2000
년 조사에서는 신문 구인광고의 약 80%에 연령제한이 있었다199).
<표 5-4> 연령계층별 유효구인배율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19세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세
이하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64세 이상

0.64
0.55
0.56
0.70
0.88
0.96

2.31
1.92
2.20
2.74
3.72
4.17

0.87
0.73
0.78
0.97
1.15
1.15

0.73
0.58
0.58
0.73
0.87
0.86

0.99
0.73
0.72
0.86
0.99
0.95

1.17
0.91
0.87
1.03
1.19
1.16

1.04
0.83
0.79
0.94
1.13
1.15

0.56
0.52
0.50
0.64
0.83
0.97

0.32
0.29
0.26
0.34
0.48
0.65

0.18
0.21
0.19
0.23
0.31
0.44

0.08
0.11
0.15
0.19
0.29
0.50

0.24
0.52
0.62
0.75
1.09
1.77

자료 : 후생노동성, 뺷직업안정업무통계뺸.

인은 20% 이하인 상황이었다.
199) 공공직업안정소 등의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는 구인으로서 신문의 구인광
고에 대해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연령제한이 있다.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지
만 필자는 과거에 학생들의 협력하에 2000년 7, 8월에 각각 일반지, 경제
지, 석간지, 스포츠지에 게재된 구인광고에서 연령제한의 유무, 제한이 있
는 경우의 그 분포를 조사한 적이 있다. 연령제한 자체의 경우, 일반지·경
제지는 거의 80%의 구인광고에 연령제한이 있었다. 한편, 석간지, 스포츠
신문은 연령제한이 있는 구인광고가 전체의 ４0～50%였다. 구인에 연령제한
이 있는 경우에 그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지는 35세까지인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 이어서 30세까지와 40세까지가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45세까지의 구인이 전체의 ３분의 ２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45세
이상의 구인은 적었다. 경제지는 상한 연령의 설정은 다소 젊은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으며, 30세까지, 35세까지, 40세까지를 합하면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었다. 또 일반지, 경제지 모두 정사원 모집인 경우가 연령제한이
더 젊은층으로 편중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지, 경제
지의 구인광고에서 볼 수 있는 연령제한은 45～49세층을 경계로 구인배율
이 줄어드는 뺷직업안정업무통계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비
해 석간지와 스포츠지의 연령 분포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석간지는 연
령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스포츠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양 신문의 독자의 연령층의 편중 및 구인 직종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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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의해 남녀별 구인은 이미 금지되
고 있다. 따라서 구인광고 통계를 남녀별로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번 노동시장을 떠난 후 나이 든 후 재취직하고자 하는 사례
는 여성에게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제한은 특
히 여성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와 같이 정부의 직업 소개에 관한 업무통계 등
으로부터 보아도, 또 민간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아도, 기업이 노동자
를 모집․채용할 때의 연령제한의 존재는 명백하다. 특히 40대 정도부
터의 구직자에게 있어서, 이 연령제한은 구직의 기회를 극히 한정시키
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특히 중고년 실업자의 재취직 기회가 줄어
든다. <표 5-5>는 2005년 ｢노동력 조사(상세 결과)｣에서의 실업자가
재취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일람인데, 이 결과는 기업의 모집․채
용 시의 연령제한이 연령이 높은 실업자의 재취직을 얼마나 어렵게 하
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재취직하지 못하는 이유 중 1위가 ‘구인
의 연령과 자신의 연령이 맞지 않는다’이다. 특히 55세 이상의 연령층
의 경우, 과반수가 이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연령층의 경우, 너무 젊어
<표 5-5> 연령계급별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임금· 급
여가 희
망액수
와 맞지
않는다

근무시간·
휴일 등이
희망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구인연령
과 자신의
연령이 맞
지 않는다

자신의 기
술, 기능이
구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희망하는
종류·내용
의 일이
없다

15～24세

5.5

9.1

3.6

9.1

45.5

9.1

18.2

25～34세

9.5

11.9

2.4

9.5

39.3

7.1

20.2

35～44세

7.8

17.6

15.7

7.8

27.5

5.9

17.6

45～54세

7.1

4.8

40.5

4.8

19.0

9.5

14.3

55세 이상

3.4

1.7

53.4

1.7

17.2

10.3

12.1

자료 : 총무성, ｢노동력 조사(상세결과)｣, 2005년으로부터 작성.

조 건 은 기타
중시하
지 않는
데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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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실업기간별 연령을 이유로 재취직하지 못하는 실업자의 비율
(단위: %)

1년 미만

1년 이상

35～44세

18.8

15.4

45～54세

38.5

41.7

55세 이상

44.0

55.0

자료: 총무성, ｢노동력조사(상세결과)｣, 2005년으로부터 작성.

서 고용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인의 연령과 자
신의 연령이 맞지 않는다’는 구인의 연령보다도 높은 연령이 되어버렸
기 때문에 재취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표 5-6>은 이 연령을 이유로 재취직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실업자의
비율을 실업기간별로 본 것이다.
역시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재취직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연령을
든 실업자의 비율이, 실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보다도 1년 이상인
경우에 많다. 45세 이상에서는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이 재취직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은 기업의 모집․채용시의 연령제한이 장기실업에 있어서 더욱더 심각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희망하는 임금이 너무 높아 재취직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희망 임금
을 낮추는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업무 능력이 부족
해 재취직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재훈련을 받음으로써 그 능력
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연령만은 본인의 의사나 노
력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연령을 넘었다는 이유로 재취직하지
못하게 되면, 임금이나 능력 개발에 의한 조정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모집․채용시의 연령제한은 노동시장의 효율을 낮추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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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용제도는 존재하는가

이와 같이 정년 및 구인의 연령제한은 특히 앞으로의 고령사회에서
필요해지는 평생 현역 사회와 시장을 통한 고용 보장의 실현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정년퇴직제도, 모집․채용의 연령제한 그 자체
를 없애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 규범
의 도입이 필요해진다. 문제는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은 어떠한 조
건하에서 실현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정년퇴직제도, 모집․채용시의 연령제한 등의 연령차별적인 고용관
행을 기업이 취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년의 존재를 경제학적으로
논증한 문헌으로는 유명한 Lazear(1979)(제목 자체도 ‘정년은 왜 존재
하는가’이다)가 있다. 연공임금 프로파일이 한계생산력 프로파일을 왼
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자르는 형태로, 고용 전반에 한계생산력 이
하로 일한 부분의 기업에 대한 ‘예탁금’을 후반에 한계생산력 이상의
임금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환불’했을 때에 정년이 되는 도식이다. [그
림 5-6]은 그 이론의 정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세로축은 노동자의 생산력(한계생산력)과 임금, 가로축은 근
속연수로, 노동자는 O에서 고용되어 F에서 정년퇴직한다. 그림에서 직
선 AB는 생산력, CD는 임금을 나타낸다. 기업은 고용 관계의 전반 부
분에서는 노동자의 생산력 이하의 임금(CE)을 지불하고 후반 부분에
서는 생산력 이상의 임금(ED)을 지불한다. 이는 전반에서 △ACE의 예
탁금(deposit)을 맡아두고, 나중에 △EDＢ의 환불을 하는 구조로, 정년
F 때에 양자는 정확히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연
공 임금에서는 정년퇴직이 이 균형점으로서 필요해진다.
이는 정년의 존재 이유를 제시할 뿐 아니라, 연공임금제도하에서는
중고년부터의 채용이 어려워짐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에 고용하여 연
공임금 프로파일에 편입시키게 되면, 충분한 ‘예탁금’이 적립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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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연공임금제도와 정년 사이의 이론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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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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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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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근속연수

0

정년

자료 : Lazear(1979)의 그림을 수정.

지 않은 자에게 중고년이 된 후의 환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
은 임금이 한계생산력을 웃돈 시점부터, 그때부터 정년까지의 임금과
한계생산력의 차액만큼의 퇴직금을 지불하더라도 이 종업원을 퇴직시
키고 싶다는 동기를 갖게 된다200).
기업이 정년이나 채용 연령의 상한을 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공적
인 승진제도이다. 연장자는 관리직, 감독직이 될 수 있는 연공적인 승
진제도하에서는 연장자가 어느 시점에선가 퇴직해 주지 않으면 다음
사람들을 대우할 수 없다. 관리직 자리를 차례로 비우는 장치로서 정
년퇴직은 필수적이다. 또 연령이 높은 사람을 관리직에 둘 경우, 담당
자로서 일해야 하는 인재를 중도 채용할 때에는 연령제한을 두어 연령
이 높은 사람을 배제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년에 관해 말하면, 기업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고용권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는 일본기업에게 있
어서 정년퇴직이 귀중한 고용조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201).
실제로 대기업의 구조조정계획 등을 보면, 고용삭감의 대부분은 정년
200) 이 점을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는 Lazear(1982) 등이 있다.
201) 노동법학자의 용어로는 고용권 남용의 법리이다. 정년퇴직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정리고용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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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는 형태로 자연소멸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정년을 없앨 경우, 기업은 잉여노동 삭감을 정년퇴직 이외의 방법
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다.

제 6 절 연령차별금지의 조건

이와 같이 연공적인 임금․승진, 정년에 크게 의존한 고용조정이 정
년제도와 구인연령 제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
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즉 연령이나 근속에서,
공헌도 및 업무능력에 의존한 임금․승진 체계, 정년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조정 관행으로의 이행이다. 연공적인 임금․승진제도 및 고용제한
은 기존의 일본의 고용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본
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행 고용제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된다202).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기업의 합리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년퇴직제도 및 구인연령 제한이 필수적인 연공적인 임금․승진 제도
의 근본적 재검토인데, 실은 일본의 기업은 이미 내외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공적인 임금 및 승진제도를 보다 능력․성
과에 따른 것으로 바꾸고 있다.
원래 연공임금제도하에서 능력이나 공헌도에 대응한 임금격차는 존
재했다. [그림 5-7]은 남성 표준 노동자의 연공임금 곡선으로, 여기에
는 3개의 임금 곡선이 그려져 있다.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로, 각각 동일 연령·근속자 중에서 낮은 쪽부터 25%, 50%, 75%에 위
치하고 있다. 연공임금이라 해도 같은 연령·근속 안에서도 능력이나 기
여도에 따라 격차가 있음이 명백하며, 특히 이 격차는 젊을 때보다 중
고년이 되면서 확대되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202) 자세하게는 淸家篤(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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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 평균치로 본 연공임금 곡선도 매년 완만해지고 있다. 55세
정년이 일반적이었던 1980년대부터 60세 정년이 일반적이 된 1990년대
에 걸쳐 연공임금이 완만해진 모습은 당시의 일본의 뺷노동백서뺸 등에도
소개된 바 있다203).
[그림 5-7]은 1983년, 1993년, 2003년의 20년간 연공임금의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졸 남성의 표준
노동자(학교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입사해, 같은 기업에서 근속해온 노
동자)의 임금 중 20～24세, 근속 1～2년의 임금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
하고, 이것이 표준적으로 연령 · 근속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통해 연공임금 커브를 살펴보고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연공임금 커브는 1983년, 1993년, 2003년을 각각 비교할 때
그 기울기가 명확하게 완만해지고 있어, 그간 연공임금제도의 변혁도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연공적인 승진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에서 관리직의 단계를 줄이고
평평한 조직으로의 조직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연령이 높은
근속연수가 긴 종업원을 모두 관리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습득한 전문 능력으로 담당자로서 일을 하게끔 하는 조직으로의 전환
은 특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공적인 임금․승진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가 정년퇴직제도 및 구인연령 제한의 폐지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단, 연공임금제도에는 개
인의 라이프스테이지에 맞춘 임금 지불이라는 생활급의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임금을 전혀 연령과 연관짓지 않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30대의 소득을 운용하여 40대, 50대의 지출에 대비하는
등, 개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하에 평생의 소득 배분을 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의 정비도 필요하다.
보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정년퇴직제도에 의하지 않는 고용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현재의 고용권 남용 법리하에서는
203) 예를 들어 2000년의 뺷노동백서뺸 등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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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완만해지는 일본의 연공임금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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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대졸 남성 표준노동자 중 20～24세, 근속 1～2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 가로축
은 연령계층・근속연수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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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는 고용조정의 수단으로서 정년퇴직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측에서도 정년에 의해 그때까지의 고용 보장이 확보된
다면 역시 그 틀은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단,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것은 정년에 의해 얼마나 정년까지의 고용 보장이 확보되
어 왔는가는 실증적으로는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정년퇴직제도가 있는 상황하에서 고용 및 조기퇴
직 모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
반에 걸쳐서는 일본의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혹독한 구조조정이 실시되
었다. 정년의 고용유지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기존의 고용조정 실태를 보면, 정년퇴직제도와 일체화된 연
공적인 임금·처우 제도하에서 연령이 높은 층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
기 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고연령에 고용을 잃는 것은 젊을 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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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손실을 낳는다는 것은 기존의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
된 바 있다204). 오히려 필요한 경우의 고용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관점
에서 가장 손실이 적은 형태의 고용조정 규범을 만드는 것이 노동자측
에게도 필요하다. 정년퇴직제도에 의하지 않는 고용조정의 방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임금제도, 승진제도, 고용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등에 대해
노사간에 잘 토의하면서 연령차별이 없는 고용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
한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의한 연령차별금지 규범을 확립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환경 정비가 필수
적이며, 특히 그러한 연령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노사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공적인 임금이 사라지더라도 개인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른 소득 배분을 개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금융 제도의 정비 등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혹은 중년이 된 후 회사를 옮기게 되어도 어려
움이 없도록 고용 정보, 능력 재개발의 기회가 노동시장에 더 많이 공
급될 수 있는 노동시장 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
또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의 정비 및 기업내 고용제도의 변혁에는 시
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령차별금지법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상당기
간 예고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후생
연금의 기초연금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13년경을 목
표로 하는 등의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때까지 연령차별금지
를 가능케 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고, 노사에게도 고용제도의 변혁을
여유를 두고 추진하게끔 해야 한다.
단, 긴급한 문제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인연령 제한의 문제 등은 중고년의 실업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
는 시급히 제거되어야 할 걸림돌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한 대응이 요
구된다. 이미 정년 연령은 60세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는
204) 자세하게는 Seike & Yamada(1998)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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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적어도 그 연령까지의 구인연령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은 당장에라도 구체적 검토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 7 절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

이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일본의 고용정책에 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서 다루기로 하겠다. 일본의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이다. 이것은 1971년에 제정된 이래 수
차례의 재개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제정 후 한동안은 주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는
시대였다. 고용노동에서 은퇴한 고령자가 선택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
하는 실버인재센터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고령자고용안정
법이다. 이것은 그 후 고용시장에서 연령제한의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규제를 행하는 주요한 정책도구가 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
후는 고용주에게 퇴직연령의 연장을 촉구하도록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
정을 반복해 왔다.
우선 1986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기업에 대해 60세까지의 고용 노
력의무를 규정화하였다. [그림 5-8]과 같이, 1980년대에는 아직 55세 정
년이 일반적이었고, 1986년에도 60세 이상의 정년은 60%를 조금 넘었다.
주목할 것은, 처음부터 60세 정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노
력의무, 즉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이 시점으로부터 장래 60세 정년으로의 전면
적인 연장 준비를 개시한 것이다.
이러한 예 외에도, 일본에서는 고용규제를 변경할 경우에 노사 어느
한쪽으로부터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강요하
는 것이 아니라, 우선 노력의무로서 자주적인 변경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주적인 변경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까
지 진전되면, 전체적인 강제규제로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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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정년퇴직연령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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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년퇴직제도가 있는 기업 중 일률정년제(직종 등에 따라 정년 연령을 구분하
지 않는 정년제로, 대부분의 정년제는 이에 해당됨)를 취하고 있는 기업의 정
년 연령을 이용함.
자료 : 후생노동성, ｢고용관리조사｣.

[그림 5-9]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과 고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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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은 [그림 5-9]에 잘 나타나 있다. 1986년에 60세 정년의 노
력의무화 규정이 시행된 후,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인 기업의 수가 순
조롭게 증가해 1990년대 들어 70%를 넘었으며, 1993년에는 80%를 넘
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60세 정년제의 순조로운 보급에 따라, 정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1998년 이후에 고용주에게 의무화하
는 형태로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1994년에 공포했다.
1994년 일본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
에 진입했다(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
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가 된다). 또 이 해에는 공적연금
제도에서 고용자의 공적연금인 후생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
다. 이 개정으로 2층 구조의 후생연금 급부의 1층 부분에 해당하는 정
액 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2001년부터 3년마다 1살씩
연장해, 최종적으로는 2013년에 65세로 한다는 것도 정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에 대해 적어도 60세까지는 연령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
지 않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은 우선 1994년의 공포를 통해
준비 기간을 주고 기업의 제도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그 결과, 그림으
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1997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는 기업
이 90%를 넘을 정도로 급속히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정년 연령 60세 이상 연장이 의무화되었는데, 이는 혼란
없이 신속하게 거의 100%의 실시율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드디어 2001년부터 후생연금의
기초연금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이 연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고
용도 65세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선 2000년에 고용
주에 대해 65세까지의 고용노력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어
떠한 형태로든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아직 전체의 3분의２정도였으며, 정년
65세 이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은 예정대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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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2004년의 고연령고용안정법 개정의 핵심
고용주의 의무

시행일시

65세까지의
고용확보

2006년 4월부터

모집․채용시
연령제한의 이유
명시

2004년 12월부터

개정내용
65세 미만의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그 고용하는 종업원의
65세까지의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
기 위해,
① 정년퇴직제도의 폐지
② 정년의 연장
③ 정년 후의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단, 고용을 확보해야
하는 연령은
2006년 4월～2007년 3월말에 62세까
지,
2007년 4월～2010년 3월말에 63세까
지
2011년 4월～2013년 3월말에 64세까
지,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에 65세까
지로 한다. 이는 후생연금의 정액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 연장 계획
에 대응한 것이다.
사업주는 모집․채용시 부득이 연
령제한을 두는 경우 그 이유를 명
시해야 하며, (65세 미만의) 상한
연령을 정하는 경우 구직자에 대
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단,
그 이유는 연령제한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후생노동성이 한정 열거
한 것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

자료 : 후생노동성 설명자료로부터 작성

었다. 65세까지의 고용 의무화가 필수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연
령자고용안정법이 2004년에 근본적으로 개정되게 된 것이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2004년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65
세까지의 고용 확보,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집․채용시에 불가피하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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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고연령 고용확보조치의 도입 상황
미도입

4.4

도입

95.6
정년 폐지

0.5

정년의 연장

6.3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93.2

자료 :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조사.

한) 연령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직자에 대해 명시해야 한
다는 것을, 모두 의무로서 고용주에게 부과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7>과 같다. 개정은 2004년에 이루어졌는데, 모집․채용 연령제
한의 이유 공개는 즉시 2004년 12월부터, 그리고 65세까지의 고용 확
보 조치는 조금 시간을 두고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65세까지의 고용 확보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 4월부터 시행
된 규칙(rule)에 따라 고용 확보 조치가 어느 정도 도입되었는지를 후
생노동성이 2006년 6월 1일 시점에서 조사하였다. 조사는 전국에서 51
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81,382사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 <표 5-8>이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84%는 조사 시점에서 이미 새로운 고용 확보 조치를 도입했다고 응답
하여, 65세까지의 고용 확보가 일단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
라 해도 좋을 것이다.
단, 그 조치의 내용은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90% 이상의 기업이 계
속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년은 기존 연령을 유지하되 정년 후
에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종업원을 재고용 내지 고용 연장한다는 것이다.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년 연령을 연장
하는 본격적인 조치를 취한 기업은 6％ 정도에 머물고 있다.
다음으로 모집․채용시에 부득이하게 연령제한을 두는 경우의 이유
명시 의무의 효과는 어땠을까. 이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후의 변화가 주목된다.
<표 5-9>는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취급한 구인에 대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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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연령 불문 구인의 비율
연령제한의 유무

2004

2005
12월

3월

6월

3월

6월

9월

연령제한 있음

68.2

66.5

64.5 50.6

연령 불문

18.3

21.3

23.5 37.9

40.5 39.0

38.6 40.6

42.5 43.4

기타
(하한 연령 불문 등)

13.5 12.2

12.0 11.5

12.6 12.9

13.0 12.7

13.2 13.0

46.9 48.1

9월

2006
12월

48.4 46.7

3월

6월

44.3 43.6

자료 :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조사.

제한 유무를 규범이 개정된 2004년 12월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살펴본
것이다.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연령 불문’) 구
인의 비율은 2004년 12월을 경계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그 이전인
2004년 9월까지는 연령제한 없음의 비율이 고작 20% 정도였는 데 반
해, 12월에는 40% 가까이로 상승하였으며, 그 후에도 거의 40% 이상
의 수준을 유지, 최근에는 43.4％를 기록하고 있다. 명백히 효과가 있
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04년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은 현시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제 또한 뚜렷하게 보였다.
우선 65세까지의 고용 확보 조치는 많은 기업에서 그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정년 연장을 한 기업은 아직 적다. 게다가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원칙
은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 내지 고용연장하는 것이지만, 노사가 합의하
여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맞는 자만을 계속 고용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표 5-9>에 나타나 있는 수치
와 함께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한 기
업 중 원칙대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삼은 기업은 20%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모종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205).
물론, 그 기준은 ‘기업이 인정한 자’, ‘상사의 추천이 있었던 자’ 등

205)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경우 중 노사협정에 의한 것은 전체의 약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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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는 안 되며, 건강 상태, 출근 상황 등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
고, 또 종업원에게 있어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 동시에 희망해도 계속
고용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일이 없는, 한정적인 기준
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각 기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상당히 한
정적인 것인 듯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자 전원의 계속고용이 보
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연금의 지급 개시 연
령은 65세가 되는데 65세 이전에 연령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을 가능
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후생연금(정액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은 아직 연장 중인 단계에 있
으며 현재는 62세부터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60세 정년 후, 2년 정도
불안정한 계속고용제도로 연금 수급까지 버틴다는 생각도 가능할 것이
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었을 때, 60세
부터 5년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지낸다는 것은 개인의 생활의 안정
이라는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고용자의 공적연금인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때에
는 정년 연령을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또한 정년 연령이 가령 65세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
한 것과 같은 폐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제도 그 자체를 폐
지한다는 선택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의 모집․채용시의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이유의 명시를 의무화
한 개정 직후부터 연령 불문 구인의 비율이 20% 정도에서 40% 정도
까지 2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모집․
채용의 연령제한을 벌칙을 두고 금지하는 강한 수단도 아니고, 그렇다
고 해서 가능한 한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요구하는 약한 노력 규정
도 아닌, 만약 부득이 제한을 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할 것을 의무
화한 것은 규제 방식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술 혁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단, 말할 필요도 없이 구인 조건에서 연령 상한을 제거하는 것과 채용
시에 실제로 연령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는 연령제한의 금지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규제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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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은 연령차별금지는 아니지만 고
령자에 대한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을 적어도 65세까지는 없애 나가자
는 취지의 것이었다. 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그 성과도 착실하게 나
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연령차별금지의 가능성을 노사정
이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년의 연장이든 정년 폐지든, 표준적인 퇴직 연령의 연장을 위한
재검토는 향후 필수적이다. 그것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이 불
가피하기 때문이다.
후생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은 65세도 아직 너무 젊다. 이대로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진전되면,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
으며, 부담의 극단적인 증가를 억제하려 한다면 은퇴 세대의 급부 삭
감도 피할 수 없다. 정말로 나이를 먹어 일할 수 없게 되어 연금에 의
존한 생활을 해야 할 때, 제대로 된 연금 급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조금 더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령자 비율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일본보다 훨씬 낮은 미국조차도
공적연금의 만액 지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기로 정한 바 있다. 일
본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유럽에서도 영국,
독일 등이 공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더 늦추는 것을 검
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러한 나라들보다 더 빨리 고령화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의 필요성은 더 높
다. 국민개연금(國民皆年金)이 실현된 1960년대 초의 일본인의 평균수
명은 남성이 아직 65세 이전, 여성도 70세가 될까말까 한 정도였으나,
현재 이것이 남성 78세, 여성 85세까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도 이에 맞춰 더 대폭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정합성을
꾀하기 어렵다.
물론 빨리 은퇴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조기 감액 수급 제도는 확보
한 상태에서, 만액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70세 정도까지 연장하는
206)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대해 생각할 경우에는 이를 이미 도입한 미국
의 실태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 연령차별금지하에서의 기업의 구체적
인 퇴직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는 淸家篤·森戶英辛(2000) 등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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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최근의 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서 볼 수 있듯이, 보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그만큼 은퇴했
을 때의 연금액도 높아지는 형태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언제 연금 수급을 개시하더라도 평생 동안 받는 연금
총액이 변하지 않는 연금 수리적으로 완전히 공평한 급부제도로 하게
되면, 연금이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바람
직하다.
이러한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라 고용의 연장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일본에서는 아직 고령자 자신의 취업 의
욕이 매우 높아, 이러한 취업 의사를 활용하는 형태로 취업, 고용의 촉
진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좋은 조건을 잘 활용해 기업이 고령자
를 고용해도 고비용이 되지 않는 임금, 처우제도의 개혁을 실시하면 60
대 후반까지의 고용 연장도 불가능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러한 인재의 효과적
인 활용을 위해서도 우선 정년의 65세까지의 연장을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에 의한 정년 폐
지도 염두에 둔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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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

제 1 절 문제 제기

앞의 몇몇 장에서는 각 개별 국가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제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장에서는 개별국가들의 연합체인
유럽연합과 최근 조인된 유럽헌법에서 나타난 차별의 이유 및 유형과
반차별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알고 있듯,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경제공동체를 시작으로 공
동체 개념을 넓혀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처
음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되었던 반차별의 개념은 유럽시민에 대한
반차별로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
한 추이의 최종요약이 유럽헌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성
립까지의 과정, 유럽헌법에 나타난 반차별 또는 불차별원칙과, 그리고
유럽연합을 통해 구현될 차별과의 투쟁은 향후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
한 사회로 나가는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1절에서는 유럽사회정책의 이론적 모형을 간략히 설명한다. 유럽
연합의 탄생과정을 압축하는 유럽사회정책의 이론적 모형은 유럽경제
공동체의 틀 속에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장통합모형으로부터 유
럽연합의 더 커다란 정당성의 창출과 연합국가 시민들 사이에 더 깊은
유럽통합지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시민모형으로의 이행과정으로 설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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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절에서는 유럽헌법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로마협
약으로부터 암스테르담협약을 거쳐 유럽헌법으로 가는 역사적 전개과
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차별과의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협약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유럽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암스테르담협약,
기본권헌장과 사회기본권헌장에 대해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유럽헌법
의 내용을 차별과 관련된 주요 조항과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 절에서
는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 및
차별과 투쟁하는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 2 절 유럽 사회정책의 이론모형

유럽 사회정책의 이론은 시장통합과 사회시민이라는 틀 속에서 발전
되어 왔다. 유럽통합은 무엇보다 먼저 경제영역에서의 통합에 관심을
두어 왔다. 1951년 유럽연합 창설 6개 개별연합국은 석탄과 철강 공동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협약(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을 조인함으로
써 본격적인 유럽연합의 기틀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비경제분야, 특히
유럽의 전후평화를 지키려는 바람에서 시작된 유럽경제공동체협약은,
전문에 나타나듯,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 강화하
기 위하여’ 경제통합이 사회적 효과를 갖기 마련이라 인식하고 있었으
며, 사회정책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초기부터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유럽 사회정책은 2개의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하나는 시장통합모형(the market integration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시민모형(the social citizenship model)이다. 시장통합모형은 유럽
통합을 경제학에 의존하는 사회정책모형으로 유럽연합의 기본목표가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유럽연합에 대해 제한된 사
회정책을 처방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공
동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지지하는 한편 이의 유지에 필요할 때에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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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유럽연합이 사회적 영역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사회시민모형은 사회정책을 유럽연합의 독립적 정책목표로 보
는 모형으로,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경제영역활동과 마찬가지로 생생
하고 자율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역할을 기본적 사회권
리의 수호자로 봄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반차별법제를 발전시키는 기본
윤곽을 제공하는 모형이다.
이 두 모형에 대해 간략하긴 하나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1. 시장통합모형
유럽통합은 항상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다.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근본적인 목표 밑에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 제117조에서 보
듯 ‘근로조건 제고를 진전시킬 필요와 개선된 근로자 삶의 질’을 명시
하였으나, 유럽공동체에서 사회정책개발이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
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쟁력은 복잡다기한 요인
들이 혼합된 결과인데 사회정책으로 생산비용이 오르게 되고 따라서
사회정책이 초국적 조화 프로그램에 흔쾌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증거
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연합국 사이에 사회비용(social cost
s)207)의 차이가 공동시장의 작동에 왜곡을 야기시킬 만큼은 일반적이
지 않지만, 특정 개별연합국의 경쟁력 열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합하는 논의들이 유럽사회정책의 시장통합모형으로 언급
되고 유럽경제공동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
건이 필요하였다. 첫째 전제조건은 공동시장의 실현으로 연합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고용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전제조건은 공동
체가 삶의 질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여야 한
207) 유럽최고위원회는 사회비용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어야만 하는 사회보
장기여 등 노동비용과 유급휴일 등 근로조건 보호법제로부터 발생하는 비
용의 조합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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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 공동체 개입이 공동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할 수 있음208)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철학은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사이를 왔다갔다하면
서 발전하여 왔다. 예를 들면, 1992년 12월 31일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재화, 서비스, 자본과 개인의 자유로
운 이동에서 잔존하는 장애를 없애려는 노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공
동체 내에 받아들일 수 없이 낮은 사회적 표준을 통하여 불공정한 경
쟁력 우위을 얻은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사회적 덤핑의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유럽연합의 통합성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공동최소근로기준
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장통합모형의 기본철학은, 유럽최고위원회에 의해 설정되
었듯, “불공정 경제적 경쟁의 수단으로서, 낮은 사회적 기준을 활용하
는 것으로부터 방벽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기준을 낮춤으로써 경쟁력
을 갖추려는 것으로부터 보호장비로 기본적 최저기준의 윤곽을 설정”
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라 유럽노동법의 범위를 넓혀 1989년 ‘노동자의 기본사회
권 공동체헌장(the Community Charter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 사회권헌장)’으로 집약되고, 이후 상당수 새로운 사회적
법제가 생성되었다. 더욱이 사회적 조항들이 유럽공동체의 권한을 상
당히 넓혀 갔으며, 특히 1999년 암스테르담협약에서 수정된 내용은 이
후에 살펴보듯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도들은 유럽사회시민권의 생성을 지향
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시장통합 필요성에 근거를 둔 사회정책 모형에
가깝게 남아 있었다.

2. 사회시민모형
사회시민모형은 특정 측면에서 시장통합모형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
208) 사회적 진전이 “공동시장의 기능뿐 아니라 법, 규제, 또는 행정적 행동으로
명시된 절차의 결과로 나타난다.” (유럽경제공동체협약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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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간략해진다. 경제통합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거부하는 한
편 유럽연합에 기본적 인권과 사회권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행동강령으로 하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떤 형태건,
어떤 권리를 포함시켜야만 하고 어떻게 이를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합
의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포괄적 성명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시민모형에서도 시민의 기본적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 및 경제
권을 유럽연합수준에서 광범위하게 보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지 또는 노동법권리를 중심으로 한정된 ‘내부집단(inner circle)’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2000년 12월
7일 유럽연합 기본권헌장(the 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을 조인함으로써 이러한 논의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광
범위한 권리를 나열한 기본권헌장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
니었고 효과도 미지수였던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시민모형의 근본적 목표는 유럽연합의 더 커다란 정당성의 창출
과 연합국가 시민들 사이에 더 깊은 유럽통합지지를 키우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유럽연합의 역할 부여로부터 성장
한 시민권의 의미는 통합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시민의 동의(consent)와
신뢰(trust)를 얻는 심오한 정치적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처음 유럽연합법에서도 시민권을 언급하였으나 대내시장(inner market)
에서 국가간 이동의 자유나 대내시장의 자유와 연계된 것으로 시장시
민(market citizenship)의 유형을 취하는 것이며 권리는 시장참여에 의
존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다른 연합국가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같은 것으로 적은 수의 인구만 권리를 행사하는 제한적인 개념
이었다.
이에 반해 사회시민모형에서 공유된 권리라는 인식은 공유된 정체성
인식을 형성하고 따라서 사회시민모형은 통합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더 이상의 통합을 진전시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권보장의 지속적 증가가 유럽연합의 대중적 지지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는 ‘권리포화(rights saturation)’라는 위험209)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분열(divisiv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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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210)이 존재한다. 권리는 강하게 경합하고 유럽연합의 개입이 반
드시 통합과정에 대한 공중의 충성이라는 측면에서 ‘순수익(net gain)’
을 유발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회시민모형이 시장통합모형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 진화되었지
만 실재라기보다는 동경으로 남아 있었다. 법제적 또는 사법적 개입을
통해 일종의 사회시민 형태로 발전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법제적
수단으로는 1989년 사회권헌장을 통해 기본권 개념이 처음으로 사회정
책에 도입되었으나 헌장은 구속력이 없는 기본적 사회권의 선언에 불
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무엇이 연합국가들에 의해 공유되어야 할 기본
적 사회권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무엇이 정치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취해졌으며, 헌장의 실체는 권리에 기초한
사회정책에 대한 상징적 공약에도 불구하고 시장통합모형의 임시적(ad
hoc) 특성에 더 잘 부합하였다.
암스테르담협약은 사회시민모형의 방향에 보다 중요한 한 발을 내딛
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으로 협약의 사회조항은 사회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역량을 넓히고, 광범위한 사회법제를 채택하기 위한 독
립적 법적기반을 창출하였으며, 대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사회
정책수단들이 요구된다는 근거에서 사회정책수단을 정당화할 필요를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변화가 유럽사회정책이 기

209) 국가 또는 다른 유럽 국가 또는 국제적 수단에 의해 관심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을 때 유럽연합에 의한 추가의 권리보호가 시민에게 인지되거
나 부가가치를 줄 것으로 간주될 것 같지 않다는 의미. J. Weiler(1999),
The Constitution of Europe - ‘Do the New Cloths Have an Emperor?’ and
other essays on European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34.
210) 권리가 공유된 가치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 경우, 일부 공민은 권리를 자
유화되는 것이라기보다 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J. Weiler(1995),
“Fundamental Rights and Fundamental Boundaries: on Standards and
Values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N. Neuwahl and A.
Rosas (eds.), The European Union and Human Rights, London: Martinus
Nijhoff, p.55 ; G. de Vurca (1995), “The Language of Rights and
European Integration,” in G. More and J. Shaw (eds.), New Legal
Dynamics of European Union, Oxford: Clarendon Press,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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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사회권의 보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상은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2000년 12월 합의된 니스협약 역시 사회정책의 현 상태(status quo)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는 않았다. ‘사회적 배제와의 전쟁(the combating
of social exclusion)’과 ‘사회보호체계의 현대화’가 공동체의 사회분야
목표로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으나 다른 조화를 이루는 수단 중 특정한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희석되었고, 보수배제, 조직과 파업권/직장폐쇄권
등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제 3 절 유럽연합과 유럽헌법으로의 길

유럽연합헌법(the Constitution of Europe, 이하 ‘유럽헌법’이라 한다)
은 유럽경제공동체, 유럽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맺어졌던 모든 조약들에 나타난 유럽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 절에서
는 먼저 1957년 로마협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하여 2004년 유럽
헌법이 조인되기까지 관련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 후, 협약들에 나타난 불차별원칙211)의 확장과정과 차별과의 투
쟁212) 방식의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협약들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한다.

1. 역사 발전 개요
유럽연합은 1957년 로마협약(the Treaty of Rome)으로부터 시작된
211) ‘Non-discrimination’이므로 ‘무차별’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경제학에서
‘무차별(indifference)’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불
차별’로 사용한다.
212)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문건에서는 ‘반차별(anti-discrimination)’, ‘차별과의
전투(combat discrimination)’, ‘차별과의 투쟁(fight against discrimination)’
등 용어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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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월 25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
란드 6개국이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협약(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Treaty)(이하에서는 EC협
약이라 한다)에 조인함으로써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하였다. 1986년에
는 단일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이, 1992년에는 마스트리히트
협약(the Treaty of Mastricht)이 조인되었다.
1997년에는 다음에 자세히 언급할 암스테르담협약(the Treaty of
Amsterdam)이, 2001년에는 니스협약(the Treaty of Nice)이 조인되어
유럽헌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유럽헌법을 위한 통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1년 12월 15일
벨기에의 래켄에 모인 15개 유럽연합 개별연합국가들의 정상들이, 정부
대표들이 기존 유럽협약들을 수정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을 ‘유
럽컨벤션’을 소집할 것을 결의하는 래켄 선언(the Laeken Declaration)
을 채택하였다.
유럽컨벤션은 개별연합국과 연합후보국의 정부, 이들 국가의 의회,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최고위원회를 대표하는 105명으로 구성(의장은
Valery Giscard d'Estaing)되었으며, 지역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Regions), 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유럽
사회파트너, 유럽옴부즈맨을 대표하는 13명의 옵서버가 컨벤션의 진행
을 지켜보았다. 컨벤션의 모든 세션은 공공에게 공개되었고 모든 공식
문건이 출판되었으며 인터넷에도 게재되었다. 다양한 실무모임이 만들
어지고 컨벤션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비정부기구, 학계 등 민간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의 다방면에 걸친 조언을 주는 조직을 운영하
였다. 유럽컨벤션은 유럽헌법제정 초안협약에 합의하고 이를 유럽정부
간회담에 회부하였다.
2003년 10월 4일～2004년 6월 18일 열린 유럽정부간회담(Intergovernmental Conference)은 현재와 미래의 개별연합국 정부대표로 구성되어
유럽헌법초안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10월 29일 25개 유럽연합국가의
정부(State or Government) 정상들이 로마에 모여 유럽헌법에 조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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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과의 투쟁의 길
가. 모든 유형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집단행동
유럽연합에서 불차별의 원칙은 유럽시민과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제3국 국적자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가 초기부터 유럽통합의 핵심요소
로 인식되는 데서 출발한다. 불차별의 영역에 관하여 EC협약 제12조
(이전에는 제6조)는 특히 국적을 이유로 한, 시민이 개별연합국 국적이
든 아니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조항만으로 차별과의
전쟁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되어 왔다.
암스테르담협약(the Treaty of Amsterdam)에서 EC협약 제13조가 도
입되어 불차별원칙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제13조는 “이 협약의 다
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유럽공동체(the Community)
에 의해 이 협약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자문을 거쳐 유럽최고위원회(Commission)에서 제안을 만
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성, 인종
민족적 근원,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그리고 또는 성적 경향을 바
탕으로 한 차별과의 투쟁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정한 법률적 기초가 적용된다면 이 핵심 조항은 종속적 역할을 하
기 때문에 몇 가지 불차별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에는 남성과 여성 사
이의 차별 해소를 추구할 뿐 아니라 평등신장을 추구하는 제3조 제2항,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신장하는 제136조와 제137조, 그
리고 동일노동-동일보수 원칙을 규정한 제141조가 포함된다. 또한 암
스테르담협약 최종결의서(the Final Act)에 대한 선언문 제22항
(Declaration No 22)은 EC협약 제95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에 대한 동일
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 차별이 유럽연합의 경제적․사회적 유대에
장애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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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때 명백한 사회적 비용이 존재하며,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별이 행해질 때는
더욱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더욱이 유럽공동체가 협
약에서 천명하는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차별은 네
가지 필수자유(fundamental freedoms), 특히 이동의 자유를 저해하며
따라서 권역시장(internal market)에서 노동에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암스테르담협약에서는 ‘차별’이나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
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차별의 판단기준은 유럽법원(the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례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유럽법원은 지속적
으로 이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유사한 상황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거
나 상이한 상황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왔다. 법원은 선의의 차별 또
는 악의의 차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었으며, 차별의 정의에는 간접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과 비자발적 차별(involuntary discrimination)
과 같은 암묵적 차별(covert discrimination)을 포함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차별은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 장애, 연령, 성적 경향, 성, 종교 또는
신념 등과 같은 다양한 근거를 이유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상적 생활에 어디에서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별의 다양한 형태에
는 고연령 노동력의 취급, 근로로부터 은퇴로의 전환과정, 장애인 고용
기회, 사생활과 근로생활의 조화, 훈련기회에 대한 접근, 사회보장, 교
육과 문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된다.
2000년 12월 니스정부간회담(the Nic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에서 개별연합국들은 EC협약 제13조에 두 번째 항을 추가하였는데, 이
협약이 발효되면 유럽평의회는 제251조의 절차에 따라 개별엽합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취하는 행동을 지원하는 수단을 채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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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종주의와 인종배타주의에 대한 투쟁
1996년까지의 협약들에서는 인종주의나 인종배타주의에 대한 명시적
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유럽연합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할 수가 없었다. 1986년 개별연합국에서 인종주의 관련상황에 대한 집
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이후, 유럽의회에서 보고서 초안이 채택되었으며,
유럽평의회, 유럽의회, 유럽최고위원회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1996년 유럽평의회는 인종주의와 인종배타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공
동강령을 채택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정의하는 한편, 1997년을 유럽 인종주의
해소의 해(the European Year against Racism)로 선언하였다. 1997년
6월 비엔나에서 인종주의와 인종배타주의 유럽감시센터(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를 신설함으로써 인종
주의와 인종배타주의 현상의 전개과정과 수준의 연구, 인종주의와 인
종배타주의 현상의 분석, 모범사례(good practices)의 확산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98년 12월 21일 유럽감시기구와 유럽평의회 사
이에 제휴협약이 체결되고, 2000년 4월 6일 감시기구가 개소되어 유럽
평의회 규칙(the Council Regulation)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결과를 결합하고 암스테르담협약의 발효를 준비하고자 1998
년 3월 25일 유럽최고위원회는 인종주의 해소를 위한 행동강령(action
plan)을 제출하였다. 이 행동강령은, 첫째 EC협약 제13조에 근거한 입
안 발의, 둘째 인종주의와의 투쟁을 유럽공동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 반영, 셋째 인종주의와의 투쟁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증진, 넷째 정보통신 강화라는 네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었다. 이 행
동강령의 다양한 공동수행자(partners)로서 국가당국, 지방정부 당국,
비국가단체, 사용자와 노동자, 언론, 운동기구들이 포함되었다.
1999년 10월 15～16일 열린 탐페어 정상회담(the Tampere summit)
에서 유럽평의회는 1998년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인종주의, 인종배타주
의와의 투쟁을 재촉할 것을 촉구하며 개별연합국이 인종주의에 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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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였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제3국 국적자를 위한 보다 강력한 통합정책을 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유럽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제
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 인종주의, 그리고 인종배타주의와 투쟁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유럽최고위원회는, 예를 들면 특정 경우에는 경찰력이 소수민족과 관
련된 문제들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등 법률협조 또는 경찰협
조의 영역(OISIN과 Grotius 같은)에서 훈련과 교환프로그램의 형태로 인
종주의를 막고, 이와 투쟁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에 재정지원을 지
속하여 왔다. 최근에는 모든 개별연합국에서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개과
천선시키는 형사상 제재를 통하여 인종주의와 인종배타주의를 징벌하는
것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평의회 체제결정(Council framework decision)안
을 제출하였다.
2001년 8월 31일～9월 7일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배타주의와
관련 편견에 대항하는 세계회의(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서 유럽
최고회의는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에 기여하고자 발표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다. 암스테르담협약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란 관점에서 1975년 이후 많은 수단이 채택되
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모든 유형의 영역내 거주자와 관련된 차
별에 대항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동을 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암스테르담협약으로 EC협약에 추가된 조항 덕택에 최고위원회는
1999년 11월 차별에 대항하는 포괄적 발표문을 제출하였다. 개별연합
국, 유럽의회 의원들, 노동조합과 사용자기구, 비정부기관 등의 집중적
전문가자문을 받은 후,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해소하는 세 가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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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따라 제출되었는데, 두 가지 명령(directive)과 결정으로 차별피해
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두 가지 명령 중 첫째는 모든 유형의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 영역은 고용과 직업에 대한 접근, 승진, 직업훈련, 고용과 근로조
건, 그리고 특정 조직체에 대한 회원가입이 포함되었다. 둘째 명령은
고용, 교육, 재화와 서비스 접근, 사회보호와 사회보장, 문화 등 광범위
한 영역에서 인종적 또는 민족적 기원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피해자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적 차별의 공
통된 정의와 최저법적배상수준을 정하는 것이었다. 결정은 법제나 다른
영역에서 정보와 모범사례를 교환함으로써 개별연합국의 반차별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2001～2006년 6년 동안 공동체프로그램(Community
programme)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의 목표는 각 개별연합국에 존재하
는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유럽에서 차별과 맞설 수 있
는 국가들 간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에 두었다.
이러한 수단들은 이미 차별과 맞서고자 존재했던 유럽공동체의 다른
행동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회평등이 네 기둥 중 하나를 구성하는 연간
고용가이드라인(the annual employment guidelines)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유럽공동체 재정지원을 위한 윤곽을 형성하는 국가
별 고용계획(the national employment plans)을 수립하는 것으로, 공동
체 EQUAL 주도하에 차별에 대항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일부로 사회
적 유대 신장을 위한 주요 수단인 유럽사회기금(the European Social
Fund), 구조기금(the Structural Funds)의 기금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

라. 기본권헌장
이는 2000년 12월 니스정부간회담에서 유럽의회, 유럽평의회, 유럽최
고위원회 의장들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3장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평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
21조가 인종,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 현안을 다루고 있으
며, 그 다음 조항들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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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1조는 “① 성,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사회적 기원, 유전적 특성, 언어, 종교 또는 믿음, 정치적 또는 다른 류
의 견해, 소수민족의 구성원,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 경향 등
과 같은 여하한 이유를 근거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 ② 유럽공
동체를 설립하는 협약과 유럽연합협약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
고 이러한 협약들의 다른 조항들과 저촉되지 않는 한, 국적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암스테르담협약
가. 암스테르담협약의 개요
1) 배경

암스테르담협약은 유럽연합의 정치지도자들이 1997년 6월 17일 합의
하고 10월 2일 서명한 것으로, 2년간에 걸친 개별연합국 정부대표들의
논의와 회의의 정점이며, 15개 개별연합국이 각각의 헌법절차에 따른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전의 유럽연합협약의 제N조는 정부간회담에서 특정 조항의 검토
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995년 전반기에 각 공
동체기구들은 유럽연합협약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였고, 후반
기에는 가능한 옵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한 후 1995년 12월
마드리드(Madrid) 유럽평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고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튜린(Turin) 유럽평의회에
서 1996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에는 시민유럽(a
Citizen’s Europe), 국제관계에서 유럽연합의 역할, 기구작동방식의 개
선, 그리고 확대의 전망 등에 중심을 둔 수많은 야망에 찬 목표들이 포
함되어 있었다.
플로렌스(Florence, 1996년 6월 21～22일), 더블린(Dublin, 1996년 10
월 5일과 12월 13～14일), 그리고 비공식적인 누르위익(Noorwijk, 1997
년 5월 23일)에서 열린 일련의 유럽평의회에서 다양한 제안을 검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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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15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합의되어 암스테르담협약에 이르게
된다.
2) 암스테르담협약의 목적

협상의 목표는 명백하게도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급속한 국제상황 변
화, 경제의 국제화와 이의 일자리에 대한 효과, 테러와의 투쟁, 국제범
죄와의 마약거래, 환경문제와 공공보건에 대한 위협 등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게 만드는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간회담이 위탁받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협약들에서 결정된
것이었으나 유럽평의회는 기구의 작동에 관한 몇 가지 특정 현안을 추
가하였다. 유럽공동체 기구들이나 개별연합국이 제기한 다른 주제들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젠다로 추가되었다.
3) 협약의 구조

암스테르담협약은 3부, 1부칙, 그리고 13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간회담은 51개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최종결의서(the Final Act)에
부수되어 있다. 다양한 개별연합국의 8개 선언 역시 채택되어 최종결
의서에 추가되었다.
제1부는 실체적인 수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1조는 유럽연합협약에 대한 수정
② 제2조는 유럽공동체협약에 대한 수정
③ 제3조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협약에 대한 수정
④ 제4조는 유럽핵에너지공동체협약에 대한 수정
⑤ 제5조는 직접일반투표에 의한 유럽의회 대표자선출에 관한 1996
년 9월 20일 평의회결의에 부수된 법률의 수정
협약의 제2부(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세 개 유럽공동체협약과 부
칙 및 선언을 단순화하는 내용이다. 제3부는(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협약의 일반적 그리고 최종부칙조항을 포함한다. 부칙은 유럽연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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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럽공동체협약의 부칙조항을 재번호매김하는 것이다. 15개 의정서
는 유럽연합협약 제17조에 대한 의정서(서유럽연합과 공동방위정책의
진전을 다룸), 셴겐(Schengen) 결과(acquis)를 유럽연합의 테두리에 통
합하는 의정서, 유럽공동체협약의 제14조 중 일부를 영국과 아일랜드
에 적용하는 의정서, 유럽공동체협약에 새로운 편을 추가하는 것에 대
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견해에 관한 의정서, 유럽연합에서 유럽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정서 등을 포함한다.
4) 협약은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가?

여기에서는 유럽연합협약과 유럽공동체협약에 가해진 주요 수정사
항에 대해서만 세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213) 첫째, 자유, 안전, 그
리고 정의에 관한 절은 암스테르담협약에 의해 유럽연합내 기본권, 예
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평등, 불차별, 사적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장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변화와 유럽공동체협약에 비자, 망명, 이민, 기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정책 등에 관한 새로운 편(a new Title)
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절은 유럽연합협약에 범죄문제
에서 경찰과 법률의 협조와 셴겐 결과를 유럽연합의 법적 테두리 안에
통합시키기 위한 조건을 다루는 새로 추가된 제IV편에 대한 개요로 마
무리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과 시민권에 관한 절은 개별 시민의 권리, 이해관계,
그리고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암스테르담협약까
지 발생한 개선을 보여주는 7개 사실기록(factsheet)으로 구성되어 있
다. 주요한 변화는
① 유럽시민 개념의 발전에 더하여 유럽연합시민이 향유하는 시민권
목록과 국가시민권과 유럽시민권 사이의 연계를 명확히 밝히고,
② 유럽공동체협약에 공동고용전략개발과 국가정책의 협조 등 고용
에 관한 장(chapter)을 삽입
213) 기구문제에 관한 변화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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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럽공동체협약에 사회적 배제에 맞서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신장하는 서약 등 더욱 강력한 사회합의를 포함
④ 환경정책 강화
⑤ 유럽연합이 고수준의 공중보건을 진전시킬 수 있는 가용한 수단
에서의 개선
⑥ 소비자보호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 영역과 다른 정책영역
에서 취해진 정책수단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통합
⑦ 각 개별 시민에 대해 유럽연합기구에서 생산한 문건에 대한 접근
권의 보장과 기구들 사이에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는 권리를 보
장. 초안수준을 높임으로써 법제도가 쉽게 이해되고 적용되도록
하는 데 강조점을 둔 것
으로 요약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일관된 대외정책에 관한 장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이의 이해관계를 국제무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도록 암
스테르담협약으로 주어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동무역정책
범위의 확대 등 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절과 공동대외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의 개혁을 골자로 정치적 측면을
다루는 절, 두 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관련 절은 서비스와 지적재
산권에 대한 국제합의를 포함하는 공동무역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변화와 실재를 밝히고 있다. 공동대외안보정책에 관한 절은 공동전략
과 같은 새로운 수단의 창출에서 기금출연과정의 단순화까지 6가지 주
요 사안을 담고 있다.

나. 암스테르담협약에서 기본권과 불차별
1) 개요

기초협약에는 기본권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
았으며, 유럽연합을 통하여 기본권보장체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열쇄는 유럽법원에 주어져 있었다. 법원에 주어진 규칙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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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럽공동체협약 제220조(이전 제164조, 법원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
을 통하여 이 법의 준수를 보장)와 ② 모든 개별연합국에 의해 인지되
는 기본권의 보호를 포함하는 유럽사회모형에 근거를 둔 유럽공동체의
정치적 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본권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암스테르담협약의 초안을 작성했던 사
람들은 인권에 대해 공식적 승인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 새로운 협약
에는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의 원칙을 재확인하도록 유럽연합협약 제
6조(이전에는 제F조)를 수정
② 개별연합국이 유럽연합의 근간으로 삼는 원칙을 파기하는 경우를
다루는 절차를 명시
③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뿐 아니라 성,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 종
교나 신념, 장애, 연령이나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항하
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④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유럽공동체협약에 삽입
⑤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하여 개인에게도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
⑥ 최종결의서에 사형폐지, 교회와 철학적 또는 비참회적 기관의 상태
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선언을 추가
2) 배경

유럽공동체협약으로 유럽벤처가 출범한 이후 기본권의 소재지는 상
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처음에 기본권은 시장통합모형을 골자로 구조
적 접근방식이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파리협약이나 로마협
약을 초안했던 사람들의 핵심관심이 아니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한 파리협약은 오로지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문별 접근방식은 1954년 유럽방위공동체의 실패
이후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유럽핵에너지공동체와 유럽경
제공동체를 설립한 로마협약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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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다른 두 협약보다 더 광범위하였으나 이 세 협약들은 잘 정의
된 경제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부문별 접근방식의 한 결과는 기초협약을 기본권에 대한 정식선언을
포괄하는 헌법적 특성을 가진 어떠한 법률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었다. 이러한 협약들은 특히 이미 유럽에서 진보적 인권보호모형을 제
공하였던 유럽인권총회(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1950년 조인)의 전문을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상황은 급변하여 유럽법원은 공동체법(the Community law)에 포괄
된 영역에서 행동을 취할 때마다 유럽공동체 기구와 개별연합국들이
보인 기본권 존중을 모니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법원은 대내시장
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재산권과 경제행위참가의 자유를 인
지하기 시작하였다. 법원은 ① 개별연합국의 헌법적 전통과 ② 개별연
합국이 속하는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공동체법의 일반적 원리
로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1977년 유럽의회, 유럽최고위원회, 유럽평
의회는 법원에서 변별된 두 가지 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본권 존중
을 지속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공동선언문에 조인하였으며, 1986년 단
일유럽법의 전문에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신장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유럽연합협약 제6조 제2항(이전에는 제F.2조)은 “유럽연합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조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총
회(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에서 보장된 바와 같이, 그리고 공동체법의 일
반원칙에 따라 개별연합국에 공통된 헌법적 전통으로부터 보장되는 바
와 같이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럽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엄밀하게 국가의 고
유영역까지 개별연합국이 행동하는 주체결정자임을 반영하며 점진적
으로 이의 행동영역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유럽공동체 초기의
부문별 접근방식을 넘어서, 유럽시민의 일상생활과 충돌할 필요를 일
으키는 변화의 관점에서 기본권을 유럽연합의 기본원칙으로 존중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법적문구가 요구되었고, 암스테르담협약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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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3) 암스테르담협약에 천명된 원칙들

암스테르담협약은 유럽연합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그리고 법치의 원칙과 개별연합국에 공통된 원칙에 기초하고 있
다는 것을 명료하게 기술함으로써 유럽연합협약 제6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협약의 전문을 수정하여 1961년 유럽사회헌장(the
European Social Charter)과 1989년 노동자의 기본적 사회권 공동체헌
장(the 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에 정의된 기본적 사회권에 대한 개별연합국의 집착을 확인
하고 있다. 또한 제46조를 수정함으로써 암스테르담협약은 제6조 제2
항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법원은 기관들이 기본권존중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능을 갖게 되었다.
4) 암스테르담협약과 차별과의 투쟁

유럽공동체협약 제12조(이전에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시키고 있다. 동시에 제141조(이전에 제119조)는 동일보수
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 간 불차별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암스테르담협약은 유럽공동체협약에 두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불차별
원칙을 더욱 강하게 재기술하고 있다.
첫째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12조를 보완하는 제13
조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새로운 조항의 도입으로 평의회는 성, 인종
이나 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이나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투쟁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평의회가 제13
조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때 유럽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로
부터 제안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는, 장애자에 대한 선언으로 새로운 제13조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항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암스테르담협약을 이끌
어 낸 정부간회담은 최종결의서에 하나의 선언을 추가함으로써 훨씬
강한 보장을 제공하려 하였다. 그것은 공동체기구들이 개별연합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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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 적절한 수단을 채택할 때 장애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해서 암스테르담협약은 제2조를 수정하여
남성과 여성의 평등의 신장을 최고위원회의 임무에 추가시키는 한편,
제3조에서는 “이 조항에 언급되는 모든 다른 행위에서, 공동체는 남성
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시키고 있다.

4. 기본권헌장과 사회기본권헌장
가. 기본권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2000년 12월 7일 니스에서 선언된 기본권헌장은 유럽연합의 개별연
합국의 공동가치(common values)를 요약하고 있다. 이의 목적은, 전문
에 잘 요약되었듯, “사회변화, 사회진보, 그리고 과학기술발전에 비추
어, 그러한 권리들을 헌장에 보다 명시적으로 만듦으로써 기본권보호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배경

199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보편적 인권선언 50주년에 유럽연합은
기본권보호 확약을 강조하고 채택계획 중인 가이드라인과 특정 수단을
정의하였다. 12월 11일과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럽평의회는 선언을
재천명하는 한편, 인종주의와 인종배타주의에 대한 유럽감시기구의 역할
이 갖는 중요성과 인종주의, 인종배타주의,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와의 투쟁을 재차 강조하였다.
1999년 6월 3일과 4일 골론느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기본권을 헌장에 통합함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명시적으로 만들
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각국 대표들은 유럽연합시민에만 적용되는
기본권, 유럽사회헌장과 공동체 노동자 사회기본권헌장에 포함된 경제
권과 사회권뿐 아니라 1950년 유럽회담평의회에서 설정한 일반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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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합국에 공통되는 헌법전통으로부터 파생된 일반원칙이 헌장에
담겨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또한 유럽법원과 유럽인권법원(스트라스
부르)의 판례법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1999년 10월 15일과 16일 탐페어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의 자유, 안
전, 정의의 영역의 창출에 전력하여 정상회의에서 구성, 작업방식, 그
리고 실제기구 정비에서 합의점에 도달하고, 1999년 12월 7일에는 ‘유
럽컨벤션’이라 명칭한 새로운 기구가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0년 10
월 2일 헌장의 초안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동년 10월 13일과 14일 개최
된 비아리츠(Biarritz) 유럽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유럽의회
와 유럽최고위원회에 송부되었다. 11월 14일과 12월 6일 유럽의회와
유럽최고위원회가 이를 각각 승인하였으며, 2000년 12월 7일 유럽의회,
유럽평의회, 그리고 유럽최고위원회 의장들이 이를 조인하고 세 기구
의 이름으로 니스에서 헌장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니스모임에서 각국
대표들은 협약의 헌장에 어떠한 언급도 추가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는
데, 이는 비록 처음으로 전통적 인권과 정치권 및 사회권과 경제권이
하나의 문건에 포괄되었지만, 문안은 여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인권의 보호

1974년부터 유럽법원은 기본권들이 반드시 지지되어야 할 일반원칙
이라고 확인하였다. 기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법원은 인간존엄성 같은
기본권과 불차별원칙을 인지하여 왔다. 유럽법원에서 인지된 가장 중
요한 개인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 인간존엄성(1974)
- 평등원칙(1962)
- 불차별원칙(1976)
- 결사의 자유(1974)
- 종교와 신념의 자유(1976)
- 사생활보호(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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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밀보호(1992)
- 사적재산소유권(1979)
- 직업선택의 자유(1979)
- 사업의 자유(freedom of trade)(1970)
- 경제적 자유(1984)
- 경쟁의 자유(1985)
- 가족생활의 존중(1989)
- 법원에 의한 효과적 보호와 정당한 절차의 권리(1980)
- 가정폭력금지(1989)
- 언론과 출판의 자유(1984)
3) 컨벤션의 구성과 작업조직

컨벤션은 개별연합국의 정부 대표 15명, 유럽최고위원회 의장, 유럽
의회 의원 16명, 각국 의회의원 2명씩 30명, 총 6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공동체 법원과 유럽평의회,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에서 각각 2명씩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청문회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Regions), 유럽옴부즈
맨(the European Ombudsman), 적용국가들, 그리고 여타 초청기구, 사
회집단과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4) 헌장의 내용과 범위

처음으로 하나의 문건이 국가별 법률들과 유럽평의회, 국제연합, 그
리고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적 회담 등 다양한 법제적 장치에서 발
견된 모든 권리들을 소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깊다. 기본권과 자유를
보다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기본권헌장은 유럽연합시민의 개념을 발
전시키고, 전문에서 나타나듯, 자유, 안전, 그리고 정의의 영역을 창출
하였으며,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법적 안전성을 제고한 결과를 가
져왔다.
기본권헌장은 전문과 7장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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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존엄성, 자유, 평등, 연대, 시민권, 정의, 그리고 일반부칙으로 구
성된다. 제1장은 존엄성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인간통
합권, 고문과 비인간적․모욕적 취급이나 형벌의 금지, 노예노동이나
강제노동의 금지를 담고 있다.
제2장은 자유에 관한 것으로 자유와 안전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존중, 개인정보 보호, 결혼 및 가족구성권, 사상․의식․종교의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예술과 과학의 자유, 교육권, 직
업선택의 자유와 일할 권리, 사업수행권, 재산권, 망명권, 추방으로부터
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 제3장은 평등에 관한 것으로 법 앞의 평등,
불차별, 문화․종교․언어 다양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 아동권, 노인권,
장애인통합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연대에 관한 것으로 사업에서 근로자의 정보상담권, 단체협
약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소개서비스 접근권,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공
정하고 정당한 근로조건, 아동노동의 금지와 근로청년층의 보호, 가정
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안전과 사회부조, 건강고려, 일반경제이해관계
서비스접근, 환경보호, 소비자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제5장은 시민권에
관한 것으로 유럽의회 투표권과 피선거권, 지방자치 선거권과 피선거
권, 선량행정권, 문서접근권, 옴부즈맨, 청원권, 이주와 거주의 자유, 외
교영사적 보호가 담겨 있다.
제6장은 정의에 관한 것으로 효과적인 구제방법과 공정한 소송절차
에 대한 권리, 무죄의 추정과 방어권, 법치원칙과 범법위법성 및 형량
의 비례성원칙, 동일범죄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제
7장은 일반적인 부칙조항들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명시된 권리들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
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헌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수한 필요성
을 갖는 개인의 범주도 언급하고 있다. 제5장은 협약에서 이미 언급한
특정 권리(이동과 거주의 자유, 투표권, 청원권)와 선량행정권을 도입
하는 등 유럽시민의 특수한 상황 역시 고찰하고 있다. 유럽사회에서
발생했던 변화를 인지하는 헌장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효과적 구제권
등 전통적 권리뿐 아니라 1950년 유럽컨벤션 평의회에서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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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정보보호와 생명윤리(bioethics)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헌장
은, 개별국가의 법제 선상에서, 혼외 가족구성을 인지하는 한편 ‘남성
과 여성의 결혼’ 대신 단순히 ‘결혼’이라는 좀더 현대적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일반부칙조항은 헌장과 유럽인권총회를 연계시키는 한편 헌장의 범
위를 정의하고 있다. 기본권헌장은 종속성 원칙을 조건으로 유럽의 기
구들에 적용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약에서 위탁된 권한과 임무를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장의 원칙들은 개별연합국(중앙당국, 지
방자치당국, 지역당국)에서 그들이 공동체법을 실행하였을 때 적용된다.
유럽법원은 기본권 존중을 개별연합국의 의무로 이미 확정한 바 있다.

나. 사회기본권헌장(the Community Charter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for Workers)
사회기본권헌장은 유럽공동체를 단일시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
회적 차원의 논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채택된 것이다.
1) 배경

유럽경제공동체협약 전문은 많은 목표 중에 개별연합국의 ‘경제사회
적 진전’과 ‘그들 국민의 삶과 근로조건의 지속적 향상’을 포함하고 있
다. 1988년 6월 하노버정상회의(the Hanover Summit)에서 유럽평의회
는 단일시장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1988년 11월 9일
최고위원회는 근로자 사회기본권헌장에서 가능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
하여 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SC)를 초
치하였다. 한편 1988년 12월 2일과 3일 열린 로드정상회의(the Rhode
Summit)에서는 “단일시장의 현실화 그 자체가 목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최고위원회의 초치 3개월 후인
1989년 2월 22일 경제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155대 22의 대다수 동의
로 채택되었다.
경제사회위원회의 사용자, 근로자, 자유전문가, 농부, 중소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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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단일시장의 달성과 함께 성립되어야 할 기
본적인 공동체사회권의 윤곽을 잡았다. 초안작성 당시에는 공동체수준
의 해결책을 강조했지만 채택된 최종안에서는 개별연합국의 역할과 책
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사회권을 설정하
기 위해 어떤 절차가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완의 문제로 남
아 있었다.
1989년 3월 15일, 유럽의회는 ‘단일시장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결의
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는 “공동체수준에서 경쟁압력이나 경쟁력
제고 노력 때문에 위기에 처하지 않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대화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사회기본권의 채택”이 요구되었고, 예정표를 포
함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대내시장의 사회적
차원을 보장할 필요가 표현되었다. 1989년 6월 12일 사회헌장의 초안
이 평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며,

1989년 6월 마드리드정상회의(the

Madrid Summit)에서 개별연합국들은 단일유럽시장을 설립한다는 맥
락에서 경제적 측면에 주어진 만큼의 동일한 강조점이 사회적 측면에
도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89년 9월 14일 유럽의회는, 공동체수준에서 공동체법의 정통을 이
어받은 모든 사회기본권의 효력을 주는 것이 공동체의 사회적 차원의
기반임을 강조하면서, 경제사회적 유대에 대한 7개 결의문을 채택하였
다. 1989년 10월 2일 최고위원회는 ‘기초사회권 공동체헌장(Community
Charter of basic social rights)’ 초안을 발간하였으며, 평의회는 10월 17
일과 18일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0월 30일 최종안을 완
성하였고, 유럽의회는 11월 22일 평의회가 제출한 문안과 관련한 선언문
을 채택하였다. 1989년 12월 9일 스트라스부르 정상회의(the Strasbourg
Summit)에서 11개 개별연합국 정부대표들은 선언의 형식을 빌어 헌장
을 채택하였다.
2) 원칙

사회기본권헌장은 유럽노동법모형에 기준이 되는 근본원칙과 보다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근로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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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의 자유
- 고용과 보수
- 삶과 근로조건의 개선
- 사회보호
-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 직업훈련
- 남성과 여성의 평등
- 근로자의 정보, 상담, 참여
- 건강보호와 작업장 안전
- 아동과 청년의 보호
- 노인
- 장애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절 유럽연합헌법

1. 개요
연합국가의회, 유럽의회, 연합국가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최고위원회
의 대표자들이 유럽정부간회담에 모여,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한 공개
적 토론을 거쳐 최종합의한 유럽연합헌법(이하 ‘유럽헌법’이라 한다)이
조인되어 그동안 의결되었던 다양한 협약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단
일기반을 갖는 유럽연합이 형성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유럽헌법이 공유하는 근본목표는 국가들의 제휴(coalition)가 아니라
연대(solidarity)의 강화와 유럽연합의 시민사회의 참조, 의사결정과정
의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문서에의 접근성 등 민주주의적 삶의 양
식의 개선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214) 이를 위해 공유되
는 목적은 평화와 안녕, 자유와 안전 및 정의, 커다란 단일시장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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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경쟁, 경제적 고려와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고려를 혼합한 지속
가능한 발전, 과학기술진보, 정의와 사회적 보호, 아동권리의 보호, 경
제적, 사회적 그리고 영토적 유대와 개별연합국간 연대,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 유럽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달 등 다양하다.
유럽헌법은 유럽연합이 갖는 권한을 범주화하고 이를 나열하는 방식
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는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행위하는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이 미치는 영역,215) 유럽연합이 개별연합국
과 함께 행위하는 공유권한(shared competence)이 미치는 영역,216) 그
리고 유럽연합이 어떤 조화가능성도 없이 보조적 능력만을 갖고 행위
하는 보조적 행위(supporting, coordinating or complementary action)
에 해당하는 영역217)으로 구분된다.218)
유럽헌법에서 유럽연합의 권한을 제한하는 세 가지 기본원리가 있
다. 첫째는, “유럽연합은 유럽헌법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연합국이 유럽헌법에서 유럽연합에 양도한 권한의 한도 내에서 행
위한다”는 권한양도의 원칙(principle of conferral of competences)이
다. 다음은 부수성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으로 “유럽연합은, 이
의 배타적 권한 내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도된 행위의 목적
이 개별연합국-중앙정부, 지역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 에 의
해 충분히 달성되지 않으나 유럽연합 수준에서 제안된 행위의 규모와
효과가 더 잘 달성될 것인 경우에만 행위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

214) “We are not making a coalition of states, but are uniting people.” (Jean
Monnet, April 30, 1952)
215) 유럽연합관세, (단일시장과 관련된) 경쟁, 유로를 채택한 국가들에 대한 통
화정책,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공동무역정책 등이 이에 포함된다.
216) 특정한 측면의 사회정책,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유대, 농림어업,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교통, 유럽간 네트워크, 에너지, 자유와 안전 및 정의의 영역,
공공보건의 특정 부분, 연구기술개발과 우주의 특정 측면, 특정 측면의 개
발협력, 인본적 원조 등이 포함된다.
217) 이에는 건강의 보호, 산업, 문화, 관광, 교육, 청년, 운동, 직업훈련, 민간보
호, 행정협력 등이 포함된다.
218) 유럽연합은 개별연합국의 경제정책 및 고용정책을 조정하는 권한과 공동
방위정책을 포함한 공동외교안보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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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럽연합 행위의 내용과 형태는 유럽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비례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
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은 유럽법원의 법률적 검토대상이며 법원에
소송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헌법은 4개의 부(Part)로 구성되어 있다. 제I부는 유럽연합의 가
치, 목적, 권한, 의사결정과정, 기구를 정의한 후 유럽연합의 상징, 시민
권, 민주주의적 삶, 재정을 기술하고 있다. 제Ⅱ부는 기본권헌장을 담
고 있다. 이 헌장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데 이에는 생
명권, 고문과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의 금지, 자유권과 안전권,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사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
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피교육권, 사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법
앞의 평등, 문화와 종교 및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남성과 여성의
평등, 장애인의 통합, 사법접근권과 공정한 소송권, 무죄결백의 추정
및 방어권 등이 포함된다. 헌장은 헌법에서 통합된 부분을 형성하며
유럽기구와 개별연합국들이 유럽연합법을 시행할 때 이들에게 적용된
다. 이는 1950년 유럽인권컨벤션(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서 공식문건화된 민간 및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노동자 사회
권, 환경보호, 선정권 등 추가 영역들을 망라하고 있다. 제ⅡI부는 유럽
연합의 정책, 대내 및 대외행동강령, 그리고 기능을 기술하고 있다. 제
IV부는 유럽헌법의 채택 및 개정 절차를 포함한 일반부칙과 최종부칙
을 포함한다.
유럽헌법은 유럽국가의 개별헌법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즉 유럽헌법
은 이들 헌법과 공존하며 자체의 정당성과 자치성을 갖는다. 유럽헌법
은 유럽연합이 관할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다. 그리고 유럽헌법은 유
럽연합의 전체에 적용된다. 법률적 의미에서 유럽헌법은 여전히 협약
이다. 따라서 모든 개별연합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을 때에만 발효
되며, 이후 어떠한 유럽헌법의 수정도 만장일치의 합의와 원칙적으로
모든 개별연합국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일부 조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유럽평의회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충분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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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차별원칙과 반차별정책 관련조항
가. 제I부(Part) 제I편(Title)(연합의 정의와 목적)
제I-4조 (기본 자유와 반차별) ① 연합에서 자연인, 서비스, 재화와 자
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결사(establishment)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된
다. ② 헌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헌법의 다른 특정조항(provisions)
의 기득권을 침해(prejudice)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적을 이유로 한 어
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한다.

나. 제I부 제Ⅱ편 기본권(Fundamental Rights)과 연합 시민권
제I-9조 (기본권) ① 연합은 본 헌법 제Ⅱ부에 명시된 기본권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에서 설정한 권리, 자유와 원칙을 승인한
다. ② 연합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을 승계한다. 이러한 유럽협정 승계로 헌법에 정의한 연합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 ③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
정에 따라 보장되고, 개별연합국(the Member States)에 공통된 헌법전
통으로부터 나오는 기본권은 연합법(the Union’s law)의 보편적 원칙
을 구성한다.

다. 제Ⅱ부 연합의 기본권헌장
1) 전문

유럽인들은, 그들 간에 유례없는 긴밀한 연합을 창조하면서, 공동가
치를 기반으로 한 평화로운 미래를 공유할 것을 결의한다.
이의 정신적, 도덕적 유산을 인식하며, 연합은 인간 존엄성, 평등과
유대의 불가분하며 보편적인 가치를 근거로 한다. 연합은 민주주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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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법치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연합은 이의 시민권을 설정하고 영역
내 자유, 안전, 그리고 정의를 만들어 감으로써 개인을 모든 행위의 중
심에 둔다.
연합은 연합국의 국가일체성과 국가, 지역, 지방 수준의 공공기관조
직뿐 아니라 유럽인들의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공동
가치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한다. 연합은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진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자연인, 서비스, 재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헌장에 나타난 기본권을 보다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변화, 사회의 진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
에서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 헌장은, 연합의 권능과 임무와 보조성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을 합법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로부터, 특히 개별연합국에 공통된 헌법
적 전통과 국제적 계약,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 연
합과 유럽회의(the 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된 사회헌장(the Social
Charter), 그리고 유럽연합법정(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과 유럽인권법원(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례
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다시 확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장은
연합과 개별연합국의 법정에서 유럽협정최고회의(the Praesidium of
the European Convention)의 책임하에 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
정한 협정최고회의(the Praesidium of the Convention)의 권한하에 준
비된 해석을 적절히 고려하여 해석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의 향유는 타인, 인간공동체, 그리고 미래 세대와의 관
계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연합은 이에 이하에 정한 권리, 자유, 그리고 원칙을 승인한다.
2) 제I편 존엄성
제Ⅱ-61조(인간존엄성) 인간존엄성은 신성불가침하다. 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
제Ⅱ-62조(생명권) ① 모든 개인은 생명권을 갖는다. ② 어떤 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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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사형선고를 받거나 사형처형을 받을 수 없다.
제Ⅱ-63조(개인의 고결권)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

결성을 존중할 권리를 갖는다. ② 의료와 생물학 영역에서, 특히
다음 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
(a)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자유롭고 정보가 주어진 개인과 관
련된 동의
(b) 우생학적, 특히 인간의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시술의
금지
(c) 금전적 이익의 원천으로서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를 제조하는
행위의 금지
(d) 인간 복제의 금지
제Ⅱ-64조(고문과 비인간적 또는 인간품위를 저해하는 취급 또는 형벌의 금지)

어떤 개인도 고문과 비인간적 또는 인간품위를 저해하는 취급 또는
형벌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Ⅱ-65조(노예와 강제노동의 금지) ① 어떤 개인도 노예상태나 징역상

태에 있지 아니한다. ② 어떤 개인도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을 수
행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③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3) 제Ⅱ편 자유
제Ⅱ-66조(자유권과 안전권)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를 갖는다.
제Ⅱ-67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갖는다.
제Ⅱ-68조(개인정보보호) ① 모든 개인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

호할 권리를 갖는다. ② 그러한 개인정보는 당사자 개인의 동의 또
는 법에 명시된 합법적 근거에 따라 반드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에 관하여 수집된 정
보에 접근할 권리와 이러한 정보를 수정할 권리를 갖는다. ③ 이러
한 규칙의 준수는 독립된 관계당국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제Ⅱ-69조(혼인권과 가족형성권) 혼인권과 가족형성권은 이러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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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를 관할하는 국가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제Ⅱ-70조(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개인은 사상, 양심과 종

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독립적으로 또는 타인과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공적이나 사적으로,
예배, 강의, 행위, 그리고 행사의 형태에서 종교와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② 양심적 반대권은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관할
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승인된다.
제Ⅱ-71조(표현과 정보의 자유) ① 모든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소신을 지킬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그리고 공공기관의 간섭을 받
음이 없이, 정보와 지식을 받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② 정보
전달매체(media)의 자유와 다원성은 존중된다.
제Ⅱ-72조(집회와 결사의 자유) ① 모든 개인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모든 수준에서, 특히 정치적, 노동조합, 공민과 관련되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자기의 이
해를 보호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를 의미한
다. ② 연합수준에서 정당은 연합시민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제Ⅱ-73조(예술과 과학의 자유) ① 예술과 과학연구는 구속으로 자유

롭다. ② 학문의 자유는 존중된다.
제Ⅱ-74조(교육권) ① 모든 개인은 교육권과 직업훈련과 평생훈련에

의 접근권을 갖는다. ② 이러한 권리는 자유로운 의무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포함한다. ③ 민주원리를 적절하게 존중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자유와 부모들이 종교적, 철학적, 교육적 신념과 일치하는
자녀의 교육과 훈육을 보장하는 권리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행
사를 관할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존중된다.
제Ⅱ-75조(직업선택의 자유와 일할 권리) ① 모든 개인은 일할 권리와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한 직업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연
합의 모든 시민은 일자리를 찾을 자유, 일할 자유, 기업형성권을
행사할 자유, 그리고 어느 개별연합국에서건 서비스를 제공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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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가진다. ③ 개별연합국의 영역에서 일할 권리가 주어진 제삼
국 국적을 가진 개인은 연합 시민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를 가진다.
제Ⅱ-76조(사업수행의 자유) 사업을 수행할 자유는 연합법과 개별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승인된다.
제Ⅱ-77조(재산권) ① 모든 개인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공적 이해관계에서, 법률에 의
해 정해진 조건하에서, 재산손실을 적절한 시기에 공정하게 보상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탈취당하지 않
아야 한다. 보편적 이해관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산의
사용이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② 지적재산은 보호된다.
4) 제Ⅲ편 평등
제Ⅱ-80조(법 앞의 평등)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제Ⅱ-81조(불차별) ① 성,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유

전적 형태,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다른 의지, 소수민족국
가 소속여부,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경향과 같은 어떠한 근
거를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금지한다. ② 헌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서 그리고 헌법의 다른 특정조항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국적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금지한다.
제Ⅱ-82조(문화, 종교, 언어의 다양성) 연합은 문화, 종교, 언어의 다양

성을 존중한다.
제Ⅱ-83조(여성과 남성의 평등)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은 고용, 일,

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원칙은 과
소대표된 성의 편에서 특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들의 채택과
유지를 막지 않을 것이다.
제Ⅱ-85조(노인의 권리) 연합은 노인들에게 존엄스럽고 독립적인 삶

을 영위하고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승인하고 존중
한다.
제Ⅱ-86조(장애인의 통합) 연합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그들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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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직업적 통합과 공동체 삶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설계된
수단들을 향유할 권리를 승인하며 존중한다.
5) 제IV편 연대
제Ⅱ-87조(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정보권과 협의권) 노동자나 근로자대표

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연합법과 국가법과 관행에서 규정하는 조건
하에서 판례에 따라 적정 시기에 정보와 협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Ⅱ-88조(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그들의 대

표기구는, 연합법과 국가법과 관행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
을 할 권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며, 이해가 상충할
때 그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파업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Ⅱ-89조(직업소개 서비스 접근권) 모든 개인은 자유로운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Ⅱ-90조(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모든 노동자는 연합법과 국가법과

관행에 따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권을 가진다.
제Ⅱ-91조(공정하고 타당한 근로조건) ①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

안전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
든 노동자는 최대근로시간 제한, 일당과 주당 휴게시간과 현간 유
급휴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Ⅱ-92조(아동노동금지와 청년취업보호) 아동의 고용은 금지되어야 한

다. 고용을 허가하는 최소연령은, 젊은이에게 유리한 규정을 침해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한된 명예훼손을 제외하면, 최소 교육종료
연령보다 낮을 수 없다.
일이 허락된 청년은 그들 연령에 적절한 근로조건을 가져야 하며,
경제적 착취나 그들의 안전, 건강상 또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교육을 방해할 개연성
이 있는 어떠한 근로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제Ⅱ-93조(가정생활과 직장생활) ① 가정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

를 향유하여야 한다. ② 가정생활와 직장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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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은 출산과 관련된 이유에 의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를 가지며 자녀의 출생 또는 영입 이후 유급 모성휴가권과 친권
휴가권을 가진다.
제Ⅱ-94조(사회보장과 사회부조) ① 연합은 모성, 질병, 산업재해, 피부

양 또는 고연령 등 경우와 실직의 경우에, 연합법과 국가법과 관
행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혜택과 사회
적 서비스의 수급권을 승인하며 존중한다. ② 유럽연합 내에서 합
법적으로 거주하고 이주하는 모든 개인은, 연합법과 국가법과 관
행에 따라 사회보장혜택과 사회적 편의에 대한 수급권을 가진다.
③ 사회적 배제를 없애기 위해, 연합은 연합법과 국가법과 관행으
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충분한 자원이 결핍된 모든 개인에게 고귀
한 존재를 보장하도록 하는 사회부조와 주택부조를 승인하고 존중
한다.
제Ⅱ-95조(건강 보호) 모든 개인은 예방적 건강보호에 접근할 권리와

국가법과 관행으로 성립된 조건하에서 의료시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는 모든 연합의 정책과 활동의 정의
와 실행에서 보장된다.
제Ⅱ-96조(보편적 경제적 이해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연합은 연합의 사

회적 영토적 유대를 신장하도록 헌법에 따라 국가법과 관행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경제적 이해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승인하고
존중한다.

라. 제Ⅲ부 연합의 정책과 기능
1) 제I편 일반적용규정
제Ⅲ-116조 본 부에서 언급된 모든 행위에서, 연합은 여성과 남성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Ⅲ-117조 본 부에서 언급된 정책과 행위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연합은 고용수준 신장, 적정 사회보호 보장, 사회적 배제와
의 투쟁,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과 건강보호와 연계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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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을 고려할 것이다.
제Ⅲ-118조 본 부에서 언급된 정책과 행위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연합은 성,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제Ⅱ편 반차별과 시민권
제Ⅲ-123조 유럽법 또는 체제법은 제I-4조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

이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
제Ⅲ-124조 ① 헌법의 다른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헌법에 의해 연합

에 주어진 권한의 한도 내에서, 유럽법 또는 회의체제법은 성, 인
종 또는 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투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수단을 설정할 수 있
다. 회의(the Council)는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의 동
의를 얻은 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유럽법 또는
체제법은, 제1항에 언급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별연
합국에 의해 취해진 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합의 유인수단을
위한 기본원리를 설정하고 그러한 수단을 정의할 수 있다.

제 5 절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

1. 남성과 여성의 평등
가. 배경
로마협약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보수를 받아야 한
다는 원칙을 승계하고 있다. 1975년 이후 공동체법의 기본원칙을 명확
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지시서들이 채택되었다. 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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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동일보수는 유럽공동체협약 제141조
(이전에 119조)에 쓰여진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승계하는 것
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의 도입은 동일보수의 효과적
실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실제적 조언을 주기 위한 것
- 고용접근, 직업훈련, 승진과 근로조건과 관련한 동일대우는, 간접적
이든 직접적이든, 노동세계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실제적 방법으
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 법정사회보장체제에서 동일대우의 점진적 실행
- 사회보장의 직업 구성에서 동일대우 실행
-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일대우
- 임신 또는 최근 출산한 노동자에 대한 건강과 안전의 제고
-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
이 포함된다.

나. 기회평등 공동체정책
기회평등 공동체정책 편입(incorporation of equal opportunities into
Community policies)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여성과 남성 각각의 상황에
가능한 효과들을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일반적인 조치와 정책을 명시적으로 동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1996년 2월 21일 최고위원회 공표문 - ‘모
든 공동체정책과 조치에 기회평등의 포함’ - 에 근거하고 있다.
1996년 12월 2일 평의회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기회를 유럽구조기
금에 본류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최고위원회는 기회평등의 공
동체정책 편입 지시서의 후속조치에 대한 진척보고서를 1998년 3월 4
일에 제출하였다. 2000년 3월 7일 최고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남
성과 여성의 조화된 참여에 대한 1996년 12월 2일 평의회 권고문의 실
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0년 3월 8일 최고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
회평등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네 번째 연차보고서인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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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유럽수준과 국가별 수준에서 성별 기회평등 영역에서 나타나는
1999년의 주요 추세와 2000년 전망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근로소득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28% 낮으며 보다 많은 여성이
보다 긴 기간 동안 실업상태로 남아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이 성별
평등에 대한 공동체정책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성평등 공동체 체제전략(2001～2005)
성평등 공동체 체제전략(Community framework strategy on gender
equality)은 최고위원회의 2000년 6월 7일 공표문[COM(2000) 335]을
근거로 모든 공동체행위에서 성차별철폐를 가져다주는 조치를 위한 하
나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공표문의 목표는 경제적, 정치적, 시민과 사회생활에서의 성적 불
평등과의 대항에 기여하는 것이다. 체제전략은 한편으로는 성평등 목
적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갖도록 모든 공동체정책에 성인지를 편입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특별수단을 도
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편입전략은 분리된 조치와 프로그램에 의존
했던 과거의 공동체조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고위
원회는 수평적 협조적 조치를 발전시키고자 체제전략을 위한 지원프로
그램을 제안한다.
제안된 체제전략은 상호연관된 그러나 각각은 상이한 목적을 갖는
다섯 영역의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 삶, 참여와 대표성
의 평등, 여성과 남성의 사회권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전면 향유의 제
고는 모든 민주사회의 핵심이 되는 기둥으로서의 사회권, 여성에 평등
권과 인권에 대한 더 나은 인지와 훈련을 통해 동등처우법제의 기제를
강화하는 하는 시민생활, 그리고 특히 교육, 미디어, 예술과 과학을 통
하여 사회에서 성역할을 정의하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 태도, 규범과
가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역할과 고정관념의 영역이다.
경제적 삶에서 성평등의 촉진의 조치라는 첫째 영역을 부연 설명하
면, 이는 2002년 3월 리스본 유럽평의회가 직종분리의 완화와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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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조화 지원 등 고용정책에서 동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측
면의 발전을 목적으로 유럽최고위원회와 개별연합국을 초청한 모임에
서 유럽최고위원회의 전략으로 설정한 다음 세 가지 운영상 목표로 요
약된다. 첫째, 유럽고용전략(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에서
성 차원의 강화로, 특히 여성에 대한 평생학습과 적극적 노동시장수단
에의 접근을 장려하고 정보통신 일자리에 대한 접근과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성평등의 제고를 위하여 구조기금의
사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에서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를 장려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영역을 부연 설명하면, 참여와 대표성의 평등은 모든 정책결정
의 영역에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과소대표되는 것이 민주성 결핍을 의
미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경제사회정책 의사결정,
그리고 유럽공동체에서 성균형의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요구하고 있다.

2. 차별과 투쟁하는 행동계획(2001～2006)
가. 목적
차별과 투쟁하는 행동계획(Action Program to Combat Discrimination)(2001～2006)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투쟁하는 개별연합국의 조
치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01년 11월 27일의
차별과의 투쟁 공동체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평의회 결정서(Council Decision)
를 기초로 하고 있다.

나. 내용
암스테르담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성,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과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투쟁하
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EC협약 제13조).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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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평등을 촉진하는 공동체수단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채택되었
었다. 법제와 실재에 있어 이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
는 협약에 언급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
범위한 행동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은 반차별의 공통된 원칙을 만들고자 구성된 다수의 주도적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공표문(communication) [COM(1999) 564 final]
은 공동체 조치에 대한 일반체제를 설정하고, 행동계획뿐 아니라,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과 무관하게, 두 개인간, 고용과 직업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고안된 두 지시서(directives)를 구성하는 법제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 또는 개인집단이 협약에서 지적된 특성들(인종, 종교, 장애, 연
령, 성적 경향 등)을 바탕으로 덜 유리하게 대우받거나, 명백하게 중립
적인 조항의 적용이 이들에게 동일한 이유로 불리하게 된다면, 그들은
차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목표는 차별과 투쟁하고 공동체와 개별연합국의 (주로 법제 측면에
서) 행위들을 보완하는 구체적 수단을 장려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원하
는 것은 첫째는 정책, 법제도, 실제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차별과
관련된 현안을 보다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 둘째는 정보와 모범사례
의 교환을 통해 지역당국, 독립기구들, 사회 파트너, 비정부기구 등 목
표행위주체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차별을 포착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유
럽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 셋째는 차별과의 투쟁의 가치와 실제를 촉
진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다. 조치와 수단
유럽공동체는 통계수집, 연구,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결과의 확산 등
차별과 관련된 요인분석, 목표행위 주체자들 간의 초국적 협조와 유럽
비정부기구 네트워크, 그리고 차별과의 투쟁이라는 유럽적 차원에서
경각심 제고 등 초국적 조치를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최고위원회, 개별연합국, 그리고 시민사회 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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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협력관계에 도움을 주며 실행될 것이다. 최고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그리고 사후처리에 대한 비정부기구와 사회파트너들 간 정
기적 의견교환을 조직한다.
개별연합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고위원회의 대표가 의장을 맡는 자문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수행, 예산, 연간작업계획을 위한 일반가이드라인
을 준비함으로써 최고위원회를 보좌한다.
최고위원회는 개별연합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연합과 공동
체 정책, 연구, 고용, 남성과 여성의 평등, 사회통합, 교육, 훈련과 청년
층 정책과 관련된 수단과 조치와 전반적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고위원회는 개별연합국과 함께 이 프로그램, 구조기금(the Structural
Funds), 그리고 공동체주도 EQUAL하에서 수행된 조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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