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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은 계속된다.

상담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을 말하다.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1)

Ⅰ. 성희롱으로 끝나지 않는다!

2012년 새로 부임한 팀장은 1년이 넘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반복하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사직 사실을 담당

임원에게 전하자 임원은 사직 이유를 물었다. 결국 피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담당임

원에게 말했고, 관련하여 담당임원은 “성희롱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만두어야 한다며 사직은 보류하자”며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말하였다. 도움을 

줄 것처럼 보였던 담당임원은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일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

하는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조직적인 방법으

로 피해자를 따돌렸다. 담당임원을 신뢰하지 못한 피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공식적으

로 신고하였다. 

하지만 성희롱 신고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인사팀 직원들은 ‘여자가 먼저 유혹했

다.’, ‘만남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무고한 사람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소문을 

퍼트렸다. 허위소문 유포, 조직적 따돌림, 사직종용 등 성희롱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불이익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결국 조직 안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2) 하지만 회사는 이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더욱 가중하게 행하였다. 동료를 협박하여 진술서를 

징구하였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동안 해왔던 핵심 업무를 배제하고 공통 

업무(비품 구입 등)만을 지시하고, 최고등급의 인사고과를 받던 피해자에게 최저등급

의 인사고과를 내리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 부당함을 결정하자 

1) 본 발제문 작성을 위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토론회 
준비 TF팀을 구성하고, 1, 2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체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여성민우회가 집필하였다.

2) 피해자는 2013년 6월 가해자, 담당임원, 인사팀장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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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에게만 그

치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승진 대상자인 조력자의 승진 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조력자에게도 최하 등급

의 인사고과를 주고, 근무태만이라는 꼬리표를 던져 1주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리

고3),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력자에 대한 징계 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결정하자 역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내렸다. 

1년이 넘는 성희롱 피해 이후, 피해자는 또 1년이 넘도록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겪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종합판·집약판’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조력자에게도 행해지는 ‘확장판’의 모습까지 보였다. 르노삼

성자동차는 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게 이와 같은 불이익을 끊임없이 행

한 것일까? ‘상식적’으로는 사측은 가해자에 대해 ‘지체 없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는 왜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해서만 ‘지체 없는 조치’를 행한 

것일까?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측의 움직임은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안에서만 발생하

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3년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 56.35%로 절반 이상이었고, 특히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피해자가 

겪는 불이익에 대한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35.59%에 달했다. 남녀고용평

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제1항),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

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항)고 명시되

어 있다. 이렇게 법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현실은 달랐다.

3) 당시 조력자가 근무를 하고 있던 부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부서로서 근태기록 시스템
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자에게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군로시간을 준수
하지 않았다고 조사하여 징계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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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간 직장 내  성희롱 계

　

　

2010.1~

2014.8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가해자조치

피해자

불이익조치
기타

계 469 4 41 162 45 718

Ⅱ. 상담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지형의 현황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와 여성·노

동단체는 활발한 움직임을 펼쳤다. 사측의 불이익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고용

평등법 위반 당사자(피해자·조력자) 진정 및 여성·노동단체 공동 고발, 르노삼성자동

차 본사 앞 기자회견,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르노닛산 그룹의 책임 있는 개입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 발송, 고용평등법 제14조 2항 위반 당사자(피해자·피해자) 고소 및 공동 법률대

리인단 구성 등 쉼 없는 활동을 펼쳤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사자(피해자·조력자)들

이 용기를 가지고 수면 위로 존재를 드러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희

롱 ‘이후’의 불이익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로 겪는 고통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양태와 법․제도의 작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성노동법

률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의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접수 

된 상담 중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상담 사례를 취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불

이익 조치 지형의 현황을 살펴보고,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가 개인과 조직, 사

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불이익 조치, 일방적 해고가 발생한다.

2010년부터 2014년 8월 까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에 접수된 성희롱 상담 사

례는 총 718건으로 그 중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담은 162건으로 22.56%로 성희

롱 사실을 호소하는 상담 사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상담 사례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피해자들은 주로 부당한 

‘해고’를 호소하는 양태를 보였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상사 혹은 동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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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20명 규모의 회사이다. 평소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는데, 워크샵에서 동

료가 게임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손목, 팔, 옆구리 등을 손으로 만지며 당

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성희롱에 대해 경고했고 사장

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이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후 사장은 정신적 치료 및 회복에 적극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가해

자를 형사고발하자 피해자 업무에 대해 구인광고를 게시하며 압박했다. 이에 

항의하자 구인광고는 중단했으나 사장은 내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며 

위협적 태도를 취했다. 가해자의 형식적 사과에 동의할 수 없고 형사고발을 

성희롱 행위를 사업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을 때 사업주는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피해자 

몰래 사무실 출입 번호키를 변경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진행해 온 

업무 담당자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의 책상과 사무집기를 치워버리며 피해자가 회

사를 나가도록 압박하거나(사례1),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사례2) 

바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경향성이 보였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사업주로서 함께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동료’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성’으로 인식하여 애인

이 되어 줄 것을 강요하거나(사례3), 성적 제안을 제시하여 본인의 제안을 수락하면 임

금 등 근로 조건을 더 좋게 조정해주겠다고 말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않

은 채 피해자를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자’라고 낙인찍으며,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피

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었다. 또

한 사업주의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노동부에 성희롱 사실을 진정하자 

사업주는 사업장 폐업 신고 절차를 밟아 피해자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것과 동시에 정당

한 문제제기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사례(사례4)도 있었다.

이처럼 사업주의 권한이 막강하고, 이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문제 제기자는 문제 유발자가 되어 조직에서 즉각적으로 퇴출되고 있었다. 성희롱 사건

과 관련하여 원칙도 절차도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사업주를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

크가 없어 성희롱 피해자의 ‘해고’라는 불이익 조치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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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사장은책상 및 사무집기 등을 치워버린 상태다. 

(2014년, 부천여성노동자회)

사례2) 상급자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엉덩이를 부딪치는 행위가 반복되어 스트

레스를 많이 받았다. 상급자의 태도에 대해 회사에 성희롱으로 제기했더니 갑

자기 업무 인수를 지시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 결구 이 회사를 퇴직할 수밖

에 없었다.

(2014년,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례3) 회식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장이 전화로 다시 돌아오라고 전화했다. 

사장은 "네가 여자로 보인다. 나랑 자자." 라고 말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일하기 힘들어 조퇴를 했다. 이후 사장과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

지만 사장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오히려 내게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나를 몰아붙였다. 화를 누그러뜨리고 사장하고 다시 이야

기를 시도했지만 사장은 "그만하자."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만두라는 얘기 아

닌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례4) 사장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성추행 신고

를 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동료증언도 어깨를 

주무르려고 시도하는 장면은 보았으나 실제로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해

서 결국 성추행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항고를 했지

만 조사과정 중에 사장은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신고 처리하고 이 사실을 카

톡으로 통보했다. 

(2014년, 한국여성민우회)

2. 고용형태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무게는 가중된다. 

조직 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성희롱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

고, 불안정한 고용상의 지위로 성희롱 피해를 겪어도 침묵하거나, 문제제기를 이유로 즉

각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이중의 압박을 겪고 있었다. 이는 상담사례에서도 여실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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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부학장이 성적인 제안이 담긴 말들을 

일삼았다. 술자리에서 또 이러한 말들이 나와서 남편을 불러 그 자리를 피하

였다. 그 이후부터 부학장은 사사건건 업무에 관해 트집을 잡았고, 1월에 학교

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3년 동안 이곳에서 문제없이 일

을 해왔는데 갑작스런 재계약 불가 통보에 당황스러웠다. 일련의 재계약 거부 

사례5) 구청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계약직 여직원에게 상사인 직원이 계속 

사적으로 접근하고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 피해자는 재계약이 내년 2월이라 

부담스러워서 고충 접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구청에서는 사건이 공론

화 되는 것이 걱정되어 인사담당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네가 문제 제기자 1호

가 되면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압박했다. 피해자는 재계약과 관련하

여 염려가 되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도 않았는데도 구청은 사건이 붉

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접수 취하 각서를 작성하라고 피해자를 협박 했

다.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타나고 있었는데 “재계약이 부담스러워 고충접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사례5)

가 있었다. 또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싸움의 과정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질적인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게 되고(사례8), 회식자리를 거절하자 위탁업체 선정에서 탈

락되고(사례7), 상사의 반복되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행위의 중지요청과 문제제기하자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는 사례(사례6)도 있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

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고용상 지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가해자 처벌 조치를 원천봉쇄 하는 기제가 되고 있었다. 

또한 하청/도급/파견/용역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는 종속적 지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사례8)과 같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절차를 밟는 권리조차 확보되지 않

고, 소속된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로부터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며, 원청업체에 직접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공식적인 처리절차도 활용할 수 없었다. 그

리고 원청업체는 파견회사에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무게

를 가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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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성희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례8) 방송국 촬영보조로 일을 하는데 방송국 정규직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

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도 성추행을 당했고 가해자의 공개사과 인사 

조치를 방송국에 요구하고,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방송국은 경찰조사를 위

해 자리를 비울 때도 "근무시간을 이용하지 마라."라고 압박하고, 정규직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불편하게 여긴다.", "합의금 받고 끝내지 왜 일을 키

우냐?"는 말을 들었다. 방송국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요구한 우리의 의견에 

대해 형사 고소 사건 결과 이후에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만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사측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와 같이 문제제기를 

했던 A는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나도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퇴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퇴사의사를 보류했지만 정규직 관리자가 퇴사종용 발언을 

하고 나로 인해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2년까지는 재계약이 유지되었는데...결

국 1년만 일하고 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방송국은 내가 소속되어 있던 파

견회사에 파견된 여성들로 인해 방송국의 피해가 있었으니 파견업체와의 계약

사례7) 기업 내에 있는 어린이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다. 우리 

어린이 집이 위탁을 받고 있는 곳이라 기업의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아무래도 담당부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사팀이 담당

부서인데 인사팀에서 회식을 제안해서 같이 회식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그쪽

에 어린이집 선생들을 인사팀부장 양쪽에 앉히고 술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부장이 내 이마에도 뽀뽀를 했다. 나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 쪽 지원금

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았다. 그리고 또 연말에 인사팀에서 송년회

를 가지자고 했다. 나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회식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왜 회식에 불협조적

이라며 화를 냈고 어떻게든 인원을 확보하라고 했다. 교사들이 수치심과 모멸

감을 내게 토로했고 나도 원장으로서 면이 안 섰다. 이에 대해 기업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대리가 화를 내고 그랬다. 이게 화근이 되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 탈락되었다. 계약을 거부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회식자리

를 거절한 것에서 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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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간

사업장규모

직장내  성희롱

계

2010.1~

2014.8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

육

가해자

조치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타

~5인 38 0 0 3 4 45

~10인 43 1 3 6 0 52

~50인 82 0 8 5 6 101

~100인 19 0 2 0 2 23

~500인 31 0 2 3 2 38

500인~ 73 0 12 119 7 211

미상 183 3 14 26 24 248

　 소계 469 4 41 162 45 718

도 만료한다는 통보를 하여 파견회사의 눈치를 보게 하는 이중압박을 가하였

다.

(2014년, 서울여성노동자회)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성희롱 사건 자체가 고용

을 위협하는 불이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단위의 

부재와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의 부재 즉 이를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

다. 현재 법 체계상 파견노동자에 의한 원청업체의 정규직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서 사실 규명 및 분쟁처리절차 회부 등은 사용사업주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자에

게 발생한 성희롱 피해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게다가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 이

런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나 책임

을 다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실질적인 책임

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현대자동차사내하청성희롱 사건의 경우 하청업체

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피해자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

차는 하청업체의 조직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체라는 명

목아래 피해자의 지난한 싸움의 과정을 방관하기만 하였다. 

3. 미흡한 가해자 징계 조치 또한 불이익 조치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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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의 상담사례 통계를 살펴보면 직장 내 피해자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사업

장은 주로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불이익 조치 상담 162

건 중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는 119건으로 불이익조치 상담 사

례 중 69.1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직장 내 성

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업장이

다. 하지만 절차는 있지만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을 때 답변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는 시작점부터, 고용

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상담사례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일정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

는 마치 그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비단 르노삼성자동차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 확률이 매우 높다. 상담

의 특성상 사업장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데, 한국여성노동자회 지난해 상담통계를 보

면 성희롱 상담을 한 내담자의 65.6%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여성노동자였고, 실

제 여성노동자들의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 감안한다면 

미상으로 파악된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결국 절차가 없거

나 절차가 있어도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00인 이상의 일정규모를 가진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공식적인 

시스템을 밟을 수 있는 내규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인사팀과 같은 담당 부서 담당자

가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를 내린다. 하지만 가해자 징계 조치의 형태를 살펴보면 문제적 상황을 발생한 가해자를 

조직 안에서 퇴출시키거나, 감봉과 같은 징계를 통해 징계조치를 했다는 ‘명목’을 만드는 

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가해자 퇴출과 관련하여서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

한 징계 해고’라는 공식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식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9)에서는 성희롱 사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성희롱 사실

이 확인 된 후 인사팀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람들의 가십이 오고갈 

수 있으니 조용히 가해자를 ‘희망퇴직’으로 처리할 것을 권하였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서 대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안도한 피해자는 이 제안을 수락하였지만 이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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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9) 인사부에서 가해자의 퇴사 사유에 대해서 '성희롱 건으로 퇴사한다.'라

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고 '희망퇴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

을 했다. 가해자가 조용히 나감으로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이

상한 것 같기도 했지만, 나도 몸이 안 좋아지고 원하는 대로 가해자가 나가게 

되었으니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들고 했다. 한 달 병가를 내고 복귀를 했는

데 가해자가 일을 그만둔 것에 대해 오히려 정의롭게 그만둔 것이고, 사직 자

체가 미화되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처럼 사실을 꾸며져 있었다. 내가 피해

자인데 내가 몹쓸 짓을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전과 다르

고 나를 왕따 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부서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내 메

일 계정이 삭제되었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곳에 나 혼자 발령을 내었다. 

매니저가 업무상으로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내 일에 대해 건

건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보복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역력하다.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직은 정의로운 사직으로 미화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투쟁 과정은 

‘상사를 내쫓은 몹쓸 짓’으로 왜곡되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조직 

안에서 유통되었다. 그리고 가해자 보호를 위한 ‘희망퇴직’ 처리는 피해자가 악의적 소문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따돌림을 겪는 시작점이 되었고, 이후 사측은 피해자 메일 계정

을 삭제하는 등 업무수행의 불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조치로 가해자 해고를 공식적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고절차를 밟기보다 ‘골칫거리’를 조직

에서 도려내어 상황을 시급히 종결하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 한축으로는 ‘일반적 

징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처리하면서 조직 문화의 변화와 피해자 보호 등

에 대한 접근 없이 단순히 감봉 조치 등으로 끝내는 경향도 보였다. (사례10)에서 피해

자는 성희롱 전담반에 사건을 신고하고, 감사팀이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일을 좋게 마무

리 하자며 그만둘 거 아니면 감봉”에서 끝내자며 가해자에게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고, 

(사례11)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책임지고 제대로 해결해야 할 부서장에게 사실을 

알리자 “사건이 새어나가면 곤란해지니 조용히 해결하자”며 가해자 부서배치 전환을 결

정하였다. 가해자 부서를 바꿨지만 조직 내에서 가해자의 권한과 지위는 변동이 없었고, 

심지어 피해자는 “같은 건물 같은 층, 파티션 넘어 바로 앞”에 가해자를 두고 근무를 계

속 하였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는 (사례1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피해자

와 어울리지 말라는 조직적 압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피해자의 고용 위협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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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0) 회사 직장 내 성희롱 전담반에 신고를 했다. 감사팀이 내려와서 조사

를 하고 가해자 감봉 처리만을 하고 사건을 종결 시켰다. 가해자와 지금 같은 

점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감사팀에서는 ‘일을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면

서 회사를 그만둘 것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하자’했다. 가해자 징계 조치가 

감봉으로 마무리되고 나니까 점장은 입사하는 사원들마다 붙잡고 "저 여자와 

가까이 말아라." 명령하며 점포에 “사람이 남아도는 것 같다며 사람을 잘라야

겠다.”는 말을 수시로 한다. 그 말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례11) 우리 과에 다른 부서에서 전배 오신 분이 있다. 그 분이 우리 과로 

전배 온 이유는 여직원 성추행 했고, 징계의미로 우리과로 배정을 받은 것이

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과에 와서 나한테 성희롱을 했다. 우리 과 과장에

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과장은 이 사실이 새어나기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다고 했다. 그 사

람이 다른 부서로 또 옮겨가긴 했지만 그 사람은 같은 건물 같은 층, 파티션 

넘어 바로 내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하고 있었다. 

(사례9)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준에서 사건이 처리되었으며, (사례10)과 (사례11)은 사

후 처벌 중심, 사건을 수습하는 정도로 성희롱 사건이 다루어졌다. 가해자 보호와 사후

처벌, 사건 수습의 가치관에 입각한 처리절차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연스럽

게 피해자 불이익 조치와 연동되고 있었다. 

4. 당사자로서의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 또한 불이익 조치의 단면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 겪는 어려움의 경향을 살펴보면 사내에서 절

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즉, 문제제기의 첫 단계에서부터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 처리 규

정을 기반으로 책임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행위

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진행 과정 중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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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 성희롱 건이 한 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3번 있었다. 성희롱 관련

하여 이사장에게 문제제기를 했더니 인사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인사이동은 

인사 상 불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거절한 상황이다. 회사 인사부장은 내

가 문제제기를 하자 단계별 반응을 보였다. 첫째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그

냥 넘어가자. 덮어두자’고 말했고 이에 대해 내가 거절하자 두 번째 단계로 이

사장과 나 이렇게 둘이서 합의하라고 합의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정 이대로 

못 넘어 가겠다고 생각하면 정식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일주일간 고민을 하고 사건을 공

식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상벌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상벌위원회는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이번 상벌위원회가 나에게 있

어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상벌위원회 내부에서 내 진술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상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 시기에 위원회

가 열리고, 그 안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회

사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인사부장은 이와 관

련해서 "회사는 네게 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없다."면서 내가 진행과정을 알고 

싶어 해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부서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사건을 조사하였고, 

사건 처리의 방향과 결정 단위 및 징계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피해자는 사건 진행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추가할 수 있는 요구안

을 정리하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만들어 가면서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건을 핸들링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을 구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새로운 앎을 깨닫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힘

을 발견하고 과거보다 더 힘 있는 주체가 되어 간다. 상황에 대한 통제는 몸/관계/삶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력을 상실한 성희롱 경험을 딛고 회복의 과정을 밟는 것과 동시에 직

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조직문화를 자정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사내의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사건을 직접 핸들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

자의 의지와 달리 사측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통제 자체를 불가하도록 하고 있었다. 

성희롱 처리규정은 피해자 주체화의 기반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껍데기

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 13 -

사례14) 성폭력 신고 이후 회사에서 케어가 아무 것도 없다. 회사에 세 가지

를 요구했다. 첫째는 심리상담 지원이고, 둘째는 절차를 안 지켜서 입은 피해

에 대한 보상, 셋째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요구했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위원회가 열렸고 요구안을 회사에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결정 

사안에 대한 기록과 정리가 없으니 나의 요구 사안이 무력해지고 있다. 피해

자, 가해자 모두 조사를 통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기록 

또한 없는 것이다. 사내 절차 외에도 개인적으로 형사소송을 하기 위해 그동

안의 조사 자료를 사측에 요청했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면서 내용

에 대해 달랑 쪽지만을 전했다.

(2014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례13) 직장상사의 성추행과 협박이 있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측

에 조사 과정 중의 비밀을 지킬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각서를 받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은 유지는 보장되지 않았고, 회사는 나를 다른 부서로 

발령 냈다. 내가 진술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수정본을 보여주지 않은 채 처리를 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수정본을 보여줬다. 또한 징계처분에 대한 

서류 및 징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차 심의는 진행된 지도 몰랐고, 2차도 너무 긴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스케줄

을 맞출 수가 없었다. 진행과정 중에 당사자인 나는 정작 배제되었고 결론적

으로 처분이 다 끝난 이후에 징계내용만 알려줬다.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례12)에서 피해자는 상사와 인사부장이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

고, 사내 정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상벌위원회를 사건

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로 생각하였지만 사측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피해자 진술 반영 여부 등 기본적인 사안조차 알려주지 않음으로서 당사자의 정당한 권

리를 박탈하고 있었다. (사례13)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징계 처리 절차를 강행하였고, (사례14)는 공식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과

정 속에서 지켜야 하는 정리와 기록과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시행하지 않는 주먹구

구식 절차를 통해 피해자 주체화 과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노동할 

권리를 찾으려는 피해자(여성)들의 의식과 노력, 즉 정당한 권리행사를 단념시키는 행위

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성희롱 재발을 막기 위한 공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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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5)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사측은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동료들에게 

내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다. 사측의 명령을 받은 동료들은 사안

에 대한 궁금증을 전했고, 이러한 지시가 부당하다고 하였다. 나는 사측에 여

러 번 업무 복귀와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당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들

은 척도 하지 않는다. 동료들은 사안이 궁금하지만 상사의 지시이니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상황을 애매하게 여긴다. 동료들에게 매니저의 지시를 따라주

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엔 동료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었지만 부서 발전

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만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취조 색출하고 있다. “너야? 네가 도와줬어?”라는 식으로 취조하

듯이 추궁하고, “피해자가 무서운 애니까 가까이 지내지 마라.” 경고하였다. 매

니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동료들도 태도가 바뀌었다. 동료들은 내게 "미

안하다.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

다. 점점 왕따를 겪고 있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를 고립시킨다.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에 대한 대표적인 불이익 조치라고 볼 수 있다. 

5. 조력자,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 주홍글씨가 되는 세상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조치뿐

만 아니라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

자에게 심정적 지지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전달하였다는 것을 포착한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는 근무태만이라는 명목을 덮어 씌워 징계를 내리고, 직무정지와 대기발

령을 내리는 등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한 과감하게 행하였다. 상담 사례에서 또

한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게 “피해자는 무서운 애니까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도운 자를 따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취조하듯이 추궁하

고(사례15), 피해사실을 토로한 동료에게 사업주는 “너를 해고할 의사도 내가 가지고 있

으니 가급적 조용히 있으라.”(사례16)며 사측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을 주홍글씨로 

낙인찍어 피해자의 관계망을 훼손시키고 있었다. 심지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피해

자 편에 서서 증언을 하려는 동료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례(사례17)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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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7)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을 했고, 내가 성희

롱 피해를 겪었다는 것을 증언해준 여자 후배가 해고당했다. 회사에서는 "일이 

없어서 뺀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른 

것이다.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례16) 퇴근길 대표가 회식을 오라고 해서 회식자리로 갔더니 대표 혼자 있

었다. 단 둘이 있는 것이 싫었지만 대표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회사 이

야기,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대표가 갑자기 입

을 맞췄다. 다음날 회사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얘기했다. 그 사실을 

알고 대표는 동료에게 소리치고 “너를 해고할 의사가 있으니, 네가 알아서 잘

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00가 조용히 나가는 수가 있다.”면서 혹여나 나를 

돕는다면 출판사 쪽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동료를 협박을 했다.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불이익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의 태도는 피해자를 조직 

안에서 극단적으로 고립시키는 것과 동시에, 조력자 불이익 조치를 대표적으로 자행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입막음하라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서 공포적 해결

을 자행하는 것이다. 

6. 해고 외 불이익 조치의 문제 : 불이익 조치의 비가시적인 양태들 

성희롱 문제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미미한 문제점 외에도 조

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성희롱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 탓으로 돌리는 등

의 비가시적인 불이익 양태들이 상담으로 접수되고 있었다. 성희롱 조사 진행 과정 중 

“원래 내연의 사이였는데 이제 와서 여자가 뒤통수치는 것이다.”, “풍기문란하고 많이 밝

히는 여자가 왜 그러느냐?”, “성희롱 문제제기로 한몫 챙기려는 꽃뱀이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인사팀 혹은 피해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로부터 유포되어 피해자의 직장 생

활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축에서 문제제기와 동시에 “업무 수행

이 원활하지 않고”, “동료들과의 관계 불화로 조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으로 규

정지어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었다. 불이익 조치는 

근로조건 단절이나 근로조건 악화와 같이 가시적인 형태의 불이익 조치와 비가시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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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0) 팀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다른 팀 사람들이 우연히 합석을 했

다. 그 자리에서 다른 부서 과장이 내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 회사 고충

처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고 과장과의 결리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일주일째 

답변이 없다. 그리고 그 자리가 회사가 정식으로 명명한 회식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개입할 여부가 없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솔직히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나를 일을 

사례18) 디자인 회사 신입사원인데 사장이 시시때때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 

회사 거래처 부장과 회사 직원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옆 자리에 있던 부장이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더니 가슴을 만졌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피해

를 입은 나를 보호해야 할 사장이 오히려 내게 “원래 많이 밝히는 여자이다.”

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013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례19) 임원급 상사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회식자리를 강요하고, 쉬

는 날에도 ‘산에 가자, 낚시가자’며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여보”, “사귀

자”는 등의 문자는 수시로 보냈다. 술 마시면 “어머니께 전화해서 술상을 봐

놓으라고 해라. 우리 둘이 간다고. 이불 깔아놓으라고 해라”며 수치심을 주기

도 했다. 2013년 업무상 전체사원워크숍을 위해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에 차안에서 강제성추행을 했다. 경찰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이후에 나를 우

수사원에서 배제했고, 상여금을 삭감했다. 

(수원여성노동자회)

의 불이익 조치가 결합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19)는 오히려 피해자

의 상여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수사원에서 배제하여 피해

자의 지위를 하락시켰다.

또 다른 비가시적인 불이익 조치의 양태들로 “조용히 끝내자.”, “계속 사건을 이끌어 가

면 너만 힘들어 진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성희롱 문제 자체를 축소․은
폐시키거나, “네가 감수해야하는 피해가 분명히 따를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사건을 접수받지만 처리하지 않는 ‘묵언과 방조’를 행하는 사측의 태도는 

안전하게 일할 피해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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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벌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례21) 성희롱 피해에 대한 공론화 직후 정규직 담당자가 압력을 넣었다. 성

희롱 피해 이후 병원을 다녀온다거나 경찰조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때도 “근

무시간을 이용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사건 이후 자리를 정규직 관리자 옆으로 

옮겨 감시하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회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청업체

는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원청회사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출장 형식으

로 가해자 부서를 잠시 이동시키는 것이 전부였다. 성추행 사건보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더 힘들다.

(2014년,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의 유형들 중에서는 피해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압박

을 불이익 조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복과 정당한 문제제기의 권리를 박탈

하는 불이익 조치 또한 존재하였다. (사례21)에서는 성희롱 가해자를 성추행건으로 형사

고소를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비우지 

말라고” 지시하며, 회복을 통해 직장생활의 일상성을 찾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 또한 방

훼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피해자의 저항의지를 꺾고, 정당한 권

리행사를 단념시키기도 하였다.

Ⅲ.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한 대안

1) 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내몰리게 되는가?

가시적인 형태이든 비가시적인 형태이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

는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겪고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조치

의 종착지는 결국 피해자 ‘퇴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직은 왜 피해자와 피해자

를 도운 조력자를 조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일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직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은 문제 제기자를 조직에서 도려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는 조직의 문화와 관습에 균열을 내는 행위로 기업의 통제 권한과 지위를 위협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강자들은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책임진다는 미명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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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과 조직 모두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편다.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한 조직의 문화와 위계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작동하는 것과 동시에 조

직의 권한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공포 모델을 제시하여 구성원에게 두려움을 내재시켜 

저항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한 이러한 명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르노삼성자

동차를 비롯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사측의 행보에 질문을 던지

지 않을 수 없다. ‘위계와 권위의 무게 속에서 다양성과 변화의 가능성이 묵살되고 있는

데 도대체 왜 이런 문화와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지만 이에 대해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왔는가?’라고 재 질문을 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2)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가 미치는 영향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가 구축된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희롱’이 작동하

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조력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사측은 조직문화의 균열을 막기 위

해 ‘불이익조치‘를 작동한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불이익 

조치는 평등하게 노동할 권리를 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의식과 노력을 좌절 시킨다. 또한 

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무감해지

고, 피해자들의 저항과 문제제기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희롱 문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성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개선할 동기부여를 받지 않는다. 급기야

는 사측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피해자를 지켜보며 그 ‘공격’의 화살이 본인에

게 돌아올 것이 두려워 침묵하고, 부당함에 대해 올곧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관자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인권유린을 묵인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른 핑계를 믿는다. ‘피해자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이며, 다른 장애 요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었어.’라고 

가해자들이 본질과 다른 사건을 만들어 내면 가해자들과 함께 구성원들은 자신들은 문제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면죄 카르텔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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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희롱 사건 이후 조직적․법적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면 불이익 조치로 바로 이어

지는 흐름은 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관계 윤리를 무너트리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성희롱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불이익 조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직장 내 성희롱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조직 내 문화적 요인과 불평등한 위계구조,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문화와 

구조를 성평등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도모하여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

치는 절대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 가해자와 함께 일하기 

싫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 다니기가 싫어지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한 개인은 직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목격한 동료에게도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를 부여한다. 가해자VS피해자 구도만 아니라, 피해자 VS 동료의 구도를 

만들어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에 손상을 가하고, 구성원간의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 그렇

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불이익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공동체의 문화

를 점검하고 성찰하여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①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의 법적 해석을 확장하자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직장을 성평등하게 구조화하는 

것’이다. 직장을 성평등하게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

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과 제도를 활

용하기도 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

법) 제14조2항에서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

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명시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

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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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희롱 사건 이후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

느 정도 되는 것일까? 2012년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사업주간에 회식 자

리에서 잠자리가 있었고 이후 사업주는 일터 안팎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주

는 피해자와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또한 피

해자와 합의한 만남이라며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

게 2심에서도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피해자를 바로 해고해 근

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는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를 즉각적인 해고라는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례

로서 일정정도 행위의 명확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불이익 조치는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

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외에도 조직적인 따돌림, 업무 미 지시 혹은 업무과다 부여, 인격적 무시 등 사무

실에 나오기 싫게 분위기를 형성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는 

비가시적 형태의 불이익 조치도 만연하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조치가 현실 세

계에서는 작동하고 있지만 현재 법은 해고와 같은 명확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불이익 조치의 문제점을 조

직이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소속 노동자에 대한 보호라는 사용자 책임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과정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의 종합판․집약판이자 확장판인 르

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및 조력자의 고소와 여성노동단체의 공동고발은 유의

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 

외에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법적 판단 시 전후맥락까지 제대로 짚어내

는 해석을 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불이익 조치 해석의 확장을 

위한 단계적 절차로 법체계에서 불이익 조치를 유형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불리한 조치와 관련해서 하지만 불이익 조치를 유형화한다는 것은 다종다기 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를 정형화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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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② 성희롱 사건 처리, 내실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하여

사건 접수에서부터 가해자 징계 절차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

해자에 대한 미흡한 징계 조치를 하는 사측의 영혼이 없는 처리절차는 자연스럽게 불이

익 조치로 연속되었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앞선 사례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징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처리

하는 절차에 어떻게 조직적 관점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제대로 된 해결 절차를 밟고,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이 판단 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

간 동안(ex : 1-3년) 특별 관리·감독을 행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ex : 사건 중심․맞춤형 교육, 연 2회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 열

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상해본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불이익 조치 사안이 접수 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사실 여부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는지를 점검하

는 것과 같이 조직 내에서 ‘처리절차’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업주

의 의지와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확정되는

지, 조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정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진행 과정

을 어떻게 피드백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구성원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등과 같이 사측의 ‘처리절차’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영혼이 있는 처리절차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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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가야할 길을 묻다 2/2 성희롱 대응운동, 다른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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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 규정의 
의미와 그 한계

 
차혜령(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서론 

이 발제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현
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의 해석론을 검
토하고,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특히 미국)를 소개한 후, 현행 규정의 한계 유무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리한 조치’4)

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의 의의 및 입
법취지

1) 규정의 내용 및 연혁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으로 약칭) 제
14조 제2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라는 표제하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
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
를 위반할 경우, 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의 벌칙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 법률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개정 법률 제6508호)」에 ‘직장 내 성

4) 2.항 전체 및 3.가)항 일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에서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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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의 금지 및 예방’의 장이 신설되면서 제14조 제2항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
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
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최초 규정된 이래, ‘사업주는 직
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된 후{「남녀고용
평등법(2005. 12. 30. 개정 법률 제7822호)」제14조 제3항}, 2007. 12. 21. 개정된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현재의 문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기까지, 문언은 조금
씩 변경되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전체 법률 중 제2장(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
회보장 및 대우 등) 제2절(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속해 있으면서, 일반
적인 금지의무(제12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제13조, 제13조의 2)에 이어 구체
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14조 
제2항의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이 발
생했을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  

2) 입법취지

위와 같은 입법연혁, 규정 체계와 조문 순서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
을 때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나 성희롱 피해주장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
니될 의무(제2항)’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
1항)’만큼이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의무임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을 하더라도, 주장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제3자인지를 불
문하고 직장 내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유로운 법적 구제절차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왜냐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문제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쉽게 밝힐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에 1652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
로 시행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9%에 해당하는 여성노동
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후대처 방법을 묻는 설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5) 

5)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전국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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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평등한 근
로환경에서 일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직
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으로 인해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피해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동종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이다. 
 
3) 관련 판결 및 결정례

가) 우리 하급심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로
서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인 불이익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 당해 근로자가 향후 그로 인해 후속 피해를 입지 않
도록 적정한 근로조건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
면서, 피해자가 부서배치 및 정식업무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총 7개월 동안 대기상
태로 있었던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 8. 27. 선고 2008구합46279 판결).6) 이 판결에서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항에서 도출되는 사업주의 의무를 ‘성희롱 피해주장자에게 적극적인 불이익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될 의무’와 더불어 ‘당해 근로자가 향후 그로 인해 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한 근로조건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함께 설시함으
로써,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적 의미를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나)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 이의제기한 피
해자가 재계약거부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재계약거부 통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진정인에 대한 재계약거부 통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
이 이 사건 성희롱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일응 판단된
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747 사건). 

다)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직접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도 있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사유로 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근로자를 해고하
고, 사업주가 해고통지서에 ‘○○○와 직장 상사 사이에 법정 시비의 예고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

조합총연맹, 2011, 65쪽. 
6)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09. 9. 16.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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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다’라고 기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
○을 해고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써 고용평등법 제14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3
노4054 판결).7)

그 외에도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
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해고한 것
에 대해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울산지방법
원 2011. 12. 16. 선고 2011노1175 판결).8)

나. 유사 국내 입법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
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9는 ‘사업주
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
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규정은 연령차별 피해의 
주장에 관하여 진정, 소송, 신고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답변․증언 등 다양한 방
식을 예시하고 있다. 

다.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1) 불리한 조치의 상대방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피해자)’ 또는 ‘성희롱 피
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피해주장자)’

가)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는 상대방으로 ‘직
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뜻함은 분명하다. 

7) 이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4. 3. 21. 확정되었다. 
8)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185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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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최초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
이 제기되었을 때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만 규정되었다가, 성희롱 피해자와 별
개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규정
된 이후 법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성
희롱 피해자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
데,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에는 직장 내 성희
롱을 목격하거나 신고한 제3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거나 피해 주장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①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자’는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직장내 성희롱 예방 업무
매뉴얼 68-69쪽),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의 9가 불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되는 범위에 대해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증언, 소송,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 ③ 현재 국
회에 제출되어 있는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7914)」 제32조에서도 피해자 외에 목격자 또는 조사와 관련된 사람과 같은 제3자
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④ 미국 시민권법 및 영국 평등법에서
도 절차 관여, 정보 제공 등을 한 제3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⑤ 
위와 같이 피해 주장에 관여한 제3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직
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자들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여 법적 구제절차
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2)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가)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는 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을 악화시켜 근로
자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주장과 법적 구제를 방해할 가능성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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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관계 불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이나 노동관계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법률규정에서 
근로자의 행위를 불리한 처우의 ‘이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불리한 조치의 
‘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 성립에 있어서 
성희롱 피해 또는 피해 주장과 불리한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고 보아야 한다. 즉, 행위자가 상대방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이거나 피해주장자
임을 인식하고 그를 상대로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면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
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3. 해외 입법례

가. 미국 

1) 개관

미국은 1964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에서 근로자가 차별행위에 반대하거나 
차별 관련 구제절차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보복(retaliation)하는 것을 금지한 이
래, 장애인차별금지법(ADA), 연령차별금지법(ADAE),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에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상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보
복조치(Retaliation)' 금지에 관하여, ’사용자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차별소송절
차 관여,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fire), 강등(demote), 괴
롭힘(harass) 등의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9) 달리 말

9) 미국 EEOC의 보복조치 관련 설명은 'Facts About Retaliation'
(http://www.eeoc.gov/laws/types/facts-retal.cfm),  EEOC Complianc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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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보복조치는 ’사용자, 사용자 대리기관,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보장되는 행
위’(protected activity)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인 개인(covered 
individual)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미
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보복조치 금지의 목적을 대하여 ‘차별피해자의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우리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해석 시 참고할 만한 사항 

가) 불리한 조치의 상대방

미국 EEOC는 고용평등법의 불리한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금지조항으로 보
호되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진정하거나, 증언하거나, 조력하거나, 관계법에 따른 
조사․소송절차․변론 등 여하한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10) 
미국 법원의 관련 판결에서도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력한 직장 동료에 대한 사용자
의 불리한 조치를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정하고 있다(McDonough v. City of 
Quincy, Crawford v. Metropolitan Government of Nashville, E.E.O.C. v. 
New Breed Logistics). 

EEOC 컴플라이언스 매뉴얼(EEOC Compliance Manual)은 ‘보장되는 행위’를 (i)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별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opposition)와 (ii) 근로관계에
서의 차별을 다투는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participation)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구체적인 예로, (i) ‘이의 제기’에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다
른 사람에게 문제제기하는 행위, 차별에 대해 진정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차별에 
반대하는 피케팅, 합리적인 기준에서 차별적이라 판단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들고 있다. (ii)의 예로는 고용차별에 대한 고소, 차별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 절차에 협조하는 행위, 차별 조사절차나 소송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참여는 원래 제기된 소의 내용이 정당하거나 합리적이

Section 8(Retaliation) (http://www.eeoc.gov/policy/docs/retal.html) 참고. 
10)  …filing a charge, testifying, assisting, or participating in any manner 

in an investigation, proceeding, or hearing under the applicable 
statute (the "participation" clause). (EEOC Compliance Manual, 8-I 
INTRODUCTION, PROTECTED ACTIVITY 
http://www.eeoc.gov/policy/docs/ret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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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호된다. 

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한편,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는 미국법상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요소인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우리 고용평등법 제
14조 제2항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보복조치에 관한 
미국의 EEOC 매뉴얼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위 EEOC 매뉴얼은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로 승진 거부, 고용 거
부, 복지 혜택 미제공, 강등, 정직, 해고를 예시하고, 협박, 징계, 낮은 근무평정, 
괴롭힘 등도 불리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지
연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도 불리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보복조치 금지 규정은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기준에서 보장되는 행위를 단념시키게 할 만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근로의 조
건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행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장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내 또는 직장 밖에서 협박, 괴롭힘, 기타 근로자들
로 하여금 보장되는 행위를 단념시키게 할 만한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용
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위와 같이 넓게 해석하
는 것이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등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나 유형과 상관없
이, 모든 보복조치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고발을 주저하게 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법원은 보복에 해당하는 불리한 조치가 단지 고용, 승진, 
배치전환 등 고용 관련 조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정보제공 등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 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
다(Rosania v. Taco Bell of Am., Inc., EEOC v. OutbackSteak house, Inc.).  

3) 참고 판결11)

11) ‘3) 참고 판결’ 항목의 판결 조사와 번역은 공감 김정우 자원활동가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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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cDonough v. City of Quincy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2006. 6. 23.)12)

(1) 사건 개요

원고 McDonough는 Quincy 시(市) 경찰관, 피고는 Quincy 시(市)이다. 1997년 
원고는 당시 Quincy 시의 시장인 James Sheets에게 경찰관 Nancy Coletta의 성
희롱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고, 이러한 자료는 이후 Coletta에게 전달되
었다. 2000. 4. 25. Coletta가 Quincy 시에 제기한 성희롱 소송 공청회가 열렸는
데 경찰서장의 수행원 William Falco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Coletta는 
McDonough가 제공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였다. 공청회 이후 
Falco는 경찰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Coletta의 소송으로 인해 경찰서
가 ‘골칫거리’를 떠안게 되었다고 하였다. 2000. 5. 5. Falco는 문제가 된 
McDonough의 자료에 대해 당사자와 이야기하였다.

McDonough가 속해 있는 마약단속반은 야간조로 일했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주
간조에 비해 15% 높은 급여를 받았다. Falco가 McDonough와 자료에 대해 이야
기 한지 3일 뒤 경찰서장은 McDonough를 주간조로 옮겼고, 그 결과 
McDonough는 실질적인 급여 삭감과 함께 그의 부하들이 다른 조에서 일하게 되
었기 때문에 관리자의 지위도 실질적으로 박탈당했다.
 
주간조로 이동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병가 중이던 McDonough는 경찰서
장에게 전근 이유를 물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McDonough가 이의를 제기하자 서장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사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서장은 주간조로 이동시킨 이유
가 시 의원들이 마약단속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McDonough로부터 조언을 듣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1심 재판에
서는 경찰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경찰서 관리부에 McDonough를 더 
융화시키려고 전근시켰다고 증언하였다.
 
2000년 8월 McDonough는 병가에서 돌아와 주간조 근무를 시작했는데 ‘관리할 
부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 2001. 3. 8. 까지 별 문제 없

12) http://caselaw.findlaw.com/us-1st-circuit/13617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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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무 하던 중, 추가 수당 지급 신청 승인 권한이 박탈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장 대리 Kelly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McDonough의 직속상관인 Robert Crowley
의 조치였다는 대답을 들었다. Kelly가 McDonough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자 전화
상으로 언쟁이 오갔으며, McDonough는 이후 인사부 Madden에게 이러한 상황과 
다른 직장 내 불만에 대해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그의 ‘갑작스럽거나 의문스러운 죽
음’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Madden은 이러한 내용을 경찰서장 대리와 그
의 수행원에게 전달했는데, 그들은 심리상담사가 괜찮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McDonough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근무용 무기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 5월 McDonough는 주간조로 다시 복직했고 몇 주 뒤에 Falco에 의해 야
간조로 복귀되었다. 2001년 10월 McDonough는 Quincy 시가 자신을 주간조로 
전근시키고 강제 유급휴가를 보냄으로써 성희롱 피해자 조력에 대한 보복조치를 
했다고 고소하였다. 1심에서 배심원단은 사용자가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300,00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Quincy 시는 보복
조치 증명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항소하였다.
 
(2)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 McDonough가 피고의 문제된 행위에 대해 보복 목적이 있었
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 했으며 고용관련 조치들에 대해 피고가 제시한 이유가 
보복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증명했다고 판단하여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이유가 보복목적 은폐를 위한 구실이라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는 방법중 하나는 고용주가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다르
거나 모순되는 설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다. 첫째, McDonough의 전근에 대해 Frane (경찰서장 수행원)이 
제시한 몇 가지 이유들이 모순된다는 증거가 있다. 처음 제시한 이유는 ‘의사소통
에 문제가 있다’이었지만 이후 ‘마약단속반에 추가 지원을 위해 조언이 필요하다’, 
다시 ‘경찰서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라고 각각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둘째, 
McDonough 전근 직전에 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셋째, 
McDonough의 불안정한 상태가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유급휴가를 보낸 것도 의
심스럽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전화상으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Kelly는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유급휴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여겨지는 
McDonough가 Madden에 보낸 서면 자료들에 대해 아무도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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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나) Crawford v. Metropolitan Government of Nashville and Davidson 
County, Tennessee (Supreme Court, 2009. 1. 26.)13)

(1) 사건 개요

원고 Crawford는 30세의 여자 직원이고, 피고 Metropolitan Government of 
Nashville은  성희롱 가해자(Hughes, 공무원)가 속한 지방정부이다. 2002년 피고 
테네시 지방정부는 지역 학구(school district)의 노사관계 담당자 Gene Hughes
의 성희롱 소문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인사부 담당자 Veronica Frazier가 
원고 Vicky Crawford에게 Hughes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고 묻
자 Crawford는 여러 차례에 걸친 Hughes의 성희롱 행위들을 묘사했다. 두 명의 
다른 직원들도 Hughes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증언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Crawford는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당했고, 그 두 명의 다른 직원들 역시 해고당했다. Crawford는 성희롱 사실 
보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당했다며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성희롱 관련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단지 
“다른 사람에 의해 시작되어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대
한 답을 했을 뿐”이며, 내부 조사가 EEOC 관련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같은 
이유를 들어 즉결심판으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차별금지법상 보복 금지 조치가 능동적으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내부 조사 과정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
기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oppose)’은 일상대화에서 얘기하는 
'능동적이고 일관된'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다른 행
동을 취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화를 이끌어 

13) http://www.law.cornell.edu/supct/html/06-1595.Z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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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행위 자체로도 '이의를 제기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고용인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인이 차별행위
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다른 구제 수단 없이 피해를 입는 것이 법으로 허용
될 경우, 조심성 있는 피고용인들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가해지는 민권법 
제7조 침해 행위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람들이 편
견과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E.E.O.C. v. New Breed Logistic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nnessee, 2013. 5. 10.)14)

(1) 사건 개요

원고는 EEOC가 대표하는 4명(Capricious Pearson, Tiffany Pete, Jacquelyn 
Hines—이상 피해자, Christopher Partee—조력자)이고, 피고는 New Breed 
Logistics 회사이다. 
 
Capricious Pearson : Pearson은 2008. 4. 8. New Breed사의 Avaya 공장으로 
배치되었고 이후 감독관 Calhoun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 
등의 행위를 당했다. Calhoun에게 직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여러 차례 하고 인사
담당자 Hearn에게 성희롱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는 누구든 해고시
키겠다는 협박이 돌아왔고, Calhoun이 실권자라는 소문이 있어 Pearson은 그 협
박을 믿고 Calhoun을 정식 고발하지 않았다. 2008. 5. 17. Pearson은 업무 중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해고당했고, 이를 부당하다 생각하여 5월 19일에 인
력소개소를 찾아갔으며 서면 제출을 요구 받아 Calhoun에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
여 제출했다.
 
Tiffany Pete : Pete 역시 Calhoun 담당 부서로 배치되었는데 근무 시작 이튿날
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2008. 5. 13. Pete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센터
에 성희롱 관련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를 알게 된 Calhoun은 Pete를 해고 할 것이
라 협박했다. 고충처리담당관은 5월 14일에 Calhoun과 면담하였으나 Calhoun은 

14)
http://www.gpo.gov/fdsys/granule/USCOURTS-tnwd-2_10-cv-02696/USCOURTS-tnwd-2_10-cv-
02696-2/content-deta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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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5월 15일에 담당관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
을 내리고 Pete에게 그와 관련된 연락을 취했다. 5월 17일에 Pete와 Pearson 둘 
다 해고되었고, 5월 19일에 Pete는 인력소개소에 성희롱 당했음을 주장하는 서면
을 제출했고 이는 New Breed Logistics 사에 전달되어 5월 19일에 고충처리담당
관이 Pete와 Pearson 모두와 면담했다. 처음 고충처리센터에 전화를 한 이후 
Pete는 Christopher Partee에게 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5월 21일 두 
번째 전화에서 Pete는 Partee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Jacquelyn Hines : 2008. 4. 1. Avaya 공장에 배치된 이후 위 두명과 마찬가지로 
매일 Calhoun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Hines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며칠 뒤
인 4월 29일에 해고되었다. 5월 22일 New Breed Logistics 고충처리담당관은 
Pete의 신고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Hines와 면담하였다. 2008. 5. 28. Hines는 
인력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New Breed사의 다른 공장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하였
으나, 이전에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생각에 임시직으로 일했던 사실을 밝
히지 않았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원서 위조를 이유로 2008. 6. 20. 해
고되었다.

Christopher Partee : Calhoun은 Partee의 직속상관이었다. Partee의 근무 태만 
제보를 받고 인사담당관 Hearn이 조사에 착수하였고, Calhoun은 Partee가 사원
증 분실로 인해 단 한 차례 출근기록 조정을 해주었다고 증언했으나 Hearn은 
Partee가 출퇴근 기록을 조작/허위 기재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근태조사 결과
에 따라 Hearn은 2008. 5. 21.부로 Partee를 정직시켰고, 5월 22일 Pete가 추가
적인 서면 제출을 한 뒤 5월 27일 Partee는 해고당했다.

Hearn은 2008년 5월 21일에 이루어진 Calhoun에 관한 조사에 Partee가 참여했
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으나 인력소개소에서는 Pearson이 Partee를 증인으
로 내세운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2008. 5. 19. 당일 그대로 Hearn에게 전달했
다. 또한 Calhoun은 2008. 5. 21. 이전에 직원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제
기할 것이라고 사전에 Hearn에게 경고한 적도 있었다.

Partee는 해고 며칠 전부터 Calhoun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급격히 변했다고 증언
했다. Calhoun은 또한 2008. 5. 23. 제출한 서면에서 Partee가 성희롱 고소 사건
에 증인으로 조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기록하였고, 그가 한 수많은 성
희롱 발언들을 Partee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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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요지 

사용자는 각각의 원고에 대해 즉결심판을 통한 기각을 요청하였는데 법원은 그러
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원고 승소 및 피고에게 65만 
달러의 배상금과 85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즉결심판 기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했다. 첫째, 각각의 원고에 대해 보복조
치가 이루어졌음이 표면적으로는 증명되므로 “민권법 제7조에 의거해 반증이 없으
면 승소가 될 보복조치 케이스 (prima facie case for retaliation under Title 
VII)”가 존재한다. 둘째, Calhoun의 행위에 대해 New Breed Logistics 회사에 간
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즉결심판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단 Calhoun이 관리자(supervisor)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
지가 있고, 임시직 직원들의 해고 조치가 실질적 고용관련 조치 (tangible 
employment action)에 해당하는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즉결심판 요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제시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고의 보장되는 행위로 인해 불
리한 조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의 제시”이다.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은 불리한 조치와 보장되는 행위 간의 가까운 시간 관계 소
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New Breed사는 Hines가 관리자 Calhoun에게 자신
을 내버려 두라고 말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를 해고했는데, Avaya 공장에서 
Hines가 일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Calhoun의 
성희롱에 대한 Hines의 이의 제기와 해고 사이의 짧은 시간 간격을 통해 보복목적
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New Breed사는 근태 문제를 제기하며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유를 들어 Hines의 해고를 정당화 하려하는데, 즉결심판 
청구 기각을 위한 최소 입증 요건에 비추어 봤을 때 EEOC는 New Breed사가 제
시한 그러한 이유가 핑계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Hines는 평소에 출퇴근 
관련해서 Calhoun이 사정을 봐주었으며 그녀가 Calhoun의 성희롱을 거부한 이후
부터 근태가 문제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New Breed사가 제시한 이유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이다.
 
라. EEOC v. Outback Steakhouse, Inc.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1999. 11. 15.)15)

15) 
http://leagle.com/decision/199983175FSupp2d756_1745.xml/E.E.O.C.%20v.%20OUTBACK%20STEAKHOUSE%20O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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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Outback에서 근무하던 매니저 Inman이 원고 중 하나였던 이전 성희롱 사건 재판
(Fulton, et al. v. Outback Steakhouse of Florida, Inc., et al. 진행 도중 합
의가 되어 1999년 8월에 취하됨) 도중에 사용자가 제기한 반소(反訴)가 민권법 제
7조를 위반한 불법적 보복행위라는 이유로 EEOC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이다. 사용
자는 반소로 인해 Inman의 고용 상태나 미래의 고용 가능성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민권법 제7조가 적용 가능한 ‘불리한 고용관련 조치’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즉결심판을 통한 기각을 요청하였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즉결심판 요청을 기각하면서, “소송 제기는 고용주가 협박 또는 보복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러한 소송 
제기는 차별 관련 소송 제기 자체를 단념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원의 결정은 
‘법률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성 보장’이라는 보복금지 조항의 주요 목
적과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차별금지법상 언어 해석 문제에 대해 법원은 “차별금지법에 실제로 쓰인 표현들을 
살펴보면 차별금지 자체는 고용관련 조치에 국한하고 있으나 보복금지 조항에서는 
그러한 제한들이 없다는 것에 미루어 보아 보복조치가 반드시 고용상태에 연관되
어 있을 필요는 없다. 앞서 여러 판결에서도 차별금지 관련 소송을 단념시킬만한 
행위는 폭넓게 보복행위로 인정되어 왔고 보복성 소송 제기 역시 위법이라는 결정
이 여러 차례 이루어 졌다... Bill Johnson’s Restaurants, Inc. v. National 
Labor Relations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미 소송 제기가 법률적 보호를 강구하는 
피고용인을 단념시킬만한 충분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반소의 내용이 고용관계에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권법 제7조를 위반하는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도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마. Burlington N. & S. F. R. CO. v. White (Supreme Court, 2006. 6. 22.)16) 

(1) 사건 개요

FLORIDA,%20INC. 

16) http://www.law.cornell.edu/supct/html/05-259.Z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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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White는 거중기 운전을 주로 담당하도록 채용되었다. 이후 직속상관
인 Joiner의 여성비하 및 차별적인 발언이 지속되어 이를 신고하였고, Joiner는 10
일간의 정직과 성희롱 의무 교육 참석 징계를 받았으나 그와 동시에 White는 거중
기 운전보다 더 낮은 보수와 책임이 따르는 지위로 강등되었다.

그 해 10월 White는 차별을 당한 것과 이를 신고한 이후 보복당한 것에 대해 
EEOC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월에는 매일 감시를 당하고 있다며 추가로 소송
을 제기했다. 12월 8일 추가 소송이 회사에 접수되고 나서 며칠 뒤, 상급자와 사
소한 언쟁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명령불복종’에 따른 무급 정직을 당했다. 이후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징계가 철회되었고 37일간의 정직에 따른 급여도 소급
하여 받았으나 정직 당한 것을 보복행위로 하는 두 번째 추가 소송을 EEOC 통해 
접수하였다. 1심과 항소심 모두 White의 손을 들어주었고 배심원단은 $43,500의 
배상액과 $3,250의 치료비용 지급 판결을 내렸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차별금지법상 보복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
한 해석을 놓고 “피고용인의 고용 상태에 초점을 두는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보복
금지법 조항은 피고용인의 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따라서 
고용상태에 관련되거나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만 제한을 두어서는 ‘법률적 
구제 조치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이어서 “보복금지 조항은 고용에 직접 관련되거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행위나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동 조항이 합리적인 피고용인이나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용주의 행위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만) 
적용”되지만, 그러한 적용은 “고용주의 행위의 유해성이 합리적인 근로자가 차별소
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소송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단념하게 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 영국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 ‘괴롭힘’(harassment)'과 ‘불이익조치
(victimization)’는 차별과 관련하여 ‘기타 금지된 행위’로 분류되어 있으며, ‘불이
익조치’가 독립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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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제27조)란 a) 보호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b) 또는 그런 행위를 했
다거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호되는 행위’란 a)「평등법」에 근거한 소 제기, b)「평등법」에 근거한 소송과 관
련된 증거 또는 정보의 제공, c)「평등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한 기타 행위들, d) 
가해자가 「평등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것 등을 뜻한다.   

4. 현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규정의 검토: 
한계와 개선방향 

직장내 성희롱을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사례에 비하여 고용평등법 제14
조 제2항 위반 사례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상담을 넘어 사건화 된 경우는 많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 금지의무는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용자의 유일한 주의의무이고(‘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의 절에서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예방교육을 제외하고는 4가지에 불
과하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비
일비재하게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 사례는 사건화 
되지 않는 것일까? 고용노동부 등 관할 부처의 지도․감독의 부재, 진정과 고소사건 
처리의 실효성 없음 등 그 원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여 피해사례가 사건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건화 된 경우가 적어서인지, 노동법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이 아니어서인지 그 이
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입법화
된 2001년이 지난 이후 13년이 지났음에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해석론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노동법 이론서나 관련 문헌에서도 쉽사리 발
견되지 않는다. 이 발제에서 정리한 현행법 해석론은 모두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법
률지원단에서 논의하고 정리한 것들이다.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
된 사건이나,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이 쟁점이 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조치의 ‘상대방’이나 불리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현실에 부합하는 해석론이 정
립되어 있다면, 현행 제14조 제2항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
면 현재 상태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률이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실제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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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고소사건을 
대리하면서 생각한 것은, 현행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를 조직 내
에서 고립시키며 성희롱 피해 이후의 후속 피해를 야기하는 다양다기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를 규율하기에는 다소 ‘친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무엇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불리한 조치’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
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자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해져서는 아니 되는 ‘불리한 조치’인지 명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한 입법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안번호 7914)」제32조는 “① 누구든지 성차별ㆍ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성차별ㆍ성희롱 발생 신고 사실을 이유로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② 성차별ㆍ성희롱 발생 신고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고용평등법의 불리
한 조치 금지 규정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범위[피해
자, 피해신고자, 참고인, 증인 등 피해 조사에 관여하는 사람, 조직 내에서 피해자
를 지원하고 돕는 사람 등등. 이 범위는 현재 한국의 사용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침묵하게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주변인들 중 누구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역으로 살펴 규정해
야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괴롭힘/보복/불리한 조치의 의미 구분[괴롭
힘과 보복은 같은 개념인가, 구분되는 개념인가, 불리한 조치는 해고와 같은 고용
상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조치만을 포함하는가, 아니면 괴롭힘과 보복까지 포함하
는 개념인가, 또는 개념이어야 하는가], 인과관계의 요부 등에 관해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불
확실한 현재로서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해석론이 법원의 판결로 정립되기
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후속 피해의 두려움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평등법 조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
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시 사용자의 의무를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규율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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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적어도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히 알게 하여야 한다!) 그 안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둘러싼 불리한 조치의 금지에 관한 사항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
다.      



- 42 -

※ 참고자료 

EEOC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EEOC Compliance Manual)

번역: 강지아(공감 10기 자원활동가)
김정우(공감 19기 자원활동가) 

 
Section 8: 보복조치(Retaliation)17)

 
8-I. 서설
8-II. 보복조치 금지 청구의 요소 (Elements of a Retaliation Claim)

A. 총설(Overview)
보복조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1)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보장되는 절차에의 참여
2) 불리한 조치
3) 보장되는 행위와 불리한 조치 간의 인과관계
 
B.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Protected Activity: Opposition)

1. 정의

고용차별금지법상 불법인 행위에 대해 개인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보복금지 조항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개인이 고용주
나 그 밖의 상응하는 대상에 대해 그들의 행위가 EEOC시행 법령의 범주에 들어가
는 고용차별 행위라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민권법 제7조(Title VII)와 연령차별금지법(ADEA)이 동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관행
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근거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 장애인 법
(ADA)은 “이 장(章)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나 관행”에 대한 이
의 제기를 근거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언급된 장(章)은 장애를 이유로 

17) http://www.eeoc.gov/policy/docs/ret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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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차별뿐만 아니라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서비스, 공공 시설, 상업 시설, 통신
서비스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장애인 법
(ADA)은 차별적이라 간주되는 고용 관행뿐만 아니라 동법의 다른 항에 의해 불법
으로 간주되는 관행들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이의 제기의 예

차별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고소장이나 다른 공식적인 항의서한 제출을 위협하는 
행위

고용평등위원회(EEOC)나 주(州) 고용평등위원회, 노동조합, 법원, 또는 차별에 관
한 불만을 접수하는 다른 어떤 기관에 대해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

예) 관리자에게 같은 업무를 하는 남자 직원과 동등한 급여를 받도록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연방 동일임금법(federal Equal Pay Act)이나 주 정부의 비슷한 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차별받았다는 의혹을 어떤 누구에게라도 토로하는 행위
 
고용차별 의혹을 관리자, 노동조합 간부, 직장동료, 사내 고용평등 담당관, 변호사, 
신문 기자, 국회의원, 또는 다른 누구에게라도 제기하는 것은 이의 제기에 해당한
다. 이의 제기는 시위나 생산 지연과 같은 비언어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을 대신한 것이나 피고용인 본인이 아닌 대변인을 통한 불만 제기도 불만을 
실제로 제기한 사람과 그 당사자 모두에 의해 이루어진,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
 
고용 관행에 관한 불만 제기는 개인이 그러한 관행이 불법적인 고용차별에 해당한
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을 때에만 보호받는 이의 제기로 인정된다. 
EEOC가 집행하는 차별금지법의 세부 요구사항들을 개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 대해 폭넓거나 명확하지 않은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불만 제기 사항이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고용 차별에 대한 이의 제
기로 볼 수 있다면 보호되는 이의 제기로 인정된다.

예1) 고소인이 R의 모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R의 종교 차별에 관해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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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은 “이의 제기”이다.

예2) 고소인이 장애인 직원에 대한 관리자의 괴롭힘에 대해 직장 동료들에게 불평
하는 경우에도 “이의 제기”이다.

예3) 고소인이 직장내의 여성비하적인 그래피티에 대해 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하
였다. 고소인이 그래피티가 성차별적인 위해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고 자세히 짚어
서 말하지 않았더라도, 감독관은 그러한 불만 제기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
피티의 성적인 내용에 기반한 성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고소인의 불만 제기는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

예4)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고소인이 자신은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며 R에게 
임금 인상을 요청하지만 그러면서 인종에 따른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
는 않았다. 또한 임금이 불평등 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다양한 가능성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R이 그러한 불만 제기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
종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의 
불만 제기는 “이의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가 차별적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시를 따르면 불법적인 고용차별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
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는 보호받는 이의 제기가 된다.

예) 고소인은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는데, 그의 관리자가 특정 고객에게는 요구에 따
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러한 지
시에 불응하고 그 고객에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추천했다. 고소인의 이러한 행동
은 “이의 제기”에 해당된다.
 
어떠한 지시를 따르면 근무의 조건으로 차별 행위를 하게 된다는 합리적 믿음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보호되는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 이후에 흑인 수감자를 배제하고 백인 수감자에게만 샤워를 
허용하도록 한 피고의 관행을 따르지 않은 교도관의 행위가 보호되는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수감자들이 “피고용인”은 아닐지라도, 원고측은 원고가 그러
한 규정을 따르는 것은 근무 조건의 하나로 인종차별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증
명했다. 따라서, 교도관의 지시불이행은 불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이의 제기로 간
주되었다.



- 45 -

 
합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의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건의하는 것은 미국 장애인 법(ADA) 
Section 503에 따라 보호받는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 그러한 건의를 하는 사람이 
문자 그대로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진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건의를 하는 것을 이유로 한 보복으로부터 보호
받는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피고용인이 그와 동시에 공식적인 소를 제기

하지 않으면 보복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고 의회가 의도했다고 보기에

는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고용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해 준 이후 곧바로 보복

조치로 그 피고용인을 해고한다 해도 피고용인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민권법 제7조(Title VII)에 따라 종교적 목적의 편의를 요구하는 사람
은 그러한 요구를 이유로 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는다.
 
3. 이의제기 조항의 적용 기준

각각의 고용평등법상 이의제기 조항은 폭 넓게 정의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
용 차별에 대해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따른다.
 

a.  이의 제기의 수단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보복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문제가 된 고용 차별에 이의 제기를 
하는 수단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합리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과 고용평
등위원회는 고용차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및 고용평등법 집행
에 관한 공공의 이익과, 고용주의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고용 환경에 대한 필요
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차별 의심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합리적인 이의 제기의 방식이 될 수 있
다. 법원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고객들에 대해 고용주의 차별 의심 행위를 고
지할 수 있는 권리와 차별의심 고용 관행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할 권리
를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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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해왔다: 연령차별금지법(ADEA) 위반이 의심되는 차별행위에 관련
된 기밀문서를 검색하고 복사한 후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 근거 없는 혐의
에 기반해 지나친 정도의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 보고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  EEOC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되도록 부하직원을 윽박질러 진술서
를 작성하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진술서의 내용을 바꾸도록 시도하는 행위. 마찬
가지로,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
들 역시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만약 피고용의 차별의심 고용 행위에 대한 저항이 회사에서 무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보복금지 법에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징
계나 해고 조치로부터 피고용인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차별이라 여겨지는 
행위에 대한 저항이 피고용인이 업무책임을 무시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b.  이의 제기는 선의의 합리적인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야 한다

이의 제기를 한 관행이 불법이라는 선의의 합리적인 믿음을 피고용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의 제기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문제가 
된 관행의 궁극적인 불법 여부와는 상관 없이 보복금지 조항 위반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다. 한 법원 판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실
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고용 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민권법 제7조의 핵심 목적을 훼손하고, 그러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인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진솔하
고 방해 받지 않는 의견 교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법적이나 정책적 목적이 없다”

 
예1) 고소인은 그녀의 직장 상사에게 담당자가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
로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녀는 승진할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담당자는 남자 직원을 대신 승진시켰기 때문에 성
차별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승진 결정의 실제 차별성과는 별개로 그
녀는 차별이 일어났다는 선의의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
문에 그녀의 행위는 법으로 보호된다.
 
예2) 위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고소인이 원하던 자리는 CPA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회계직 이었고, 고소인은 자격증이 없었으나 실제 승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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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격증이 있었다. 고소인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CPA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소인이 성차별로 인해 승진거부를 
당했다는 선의의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의제기가 아니다.
 

c.  보복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의 제기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사람일 필
요는 없다

민권법 제7조, 연령차별금지법, 미국 장애인 법은 동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
는 사람이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 그러한 권
리 행사를 단념하게 할만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불법이라 여겨지는 고용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아버지인 피고용인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별에 항의한 개인의 같은 직
장에 근무하는 가까운 친척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면, 보호되는 행위를 한 그 개
인과 친척 모두 보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여 (Participation)” 항
목에 있는 이와 비슷한 원칙에 대한 논의는 Section 8-II C.3.을 참고.
 

d.  이의 제기된 행위가 반드시 피고발인에 의해 일어난 행위일 필요는 없다

보복혐의로 고발당한 대상과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차별관행을 저지른 대상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피고발인이 고발인이 이전 직장에서 고용주의 
차별의심 관행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고발인의 고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행위
이다.

 
C. 보장되는 절차에의 참여(Protected Activity: Participation)

1. 정의

보복금지 조항은 한 개인이 민권법 제7조, 연령차별금지법, 미국 장애인 법 상의 
조사, 진정절차, 공청회, 재판 등에 소를 제기하거나, 증언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거
나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EEOC시행법령에 따른 EEOC 진정 절차나 주(州) 행정이나 사법 절차, 또
는 연방 사법절차를 통해 고용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과 그러한 절차들에서 
진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적용된다. 참여 조항 
(participation clause)에 따른 보호조치는 시기가 맞지 않는 소장을 제출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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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도 적용된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피고용인이 고용평등(EEO) 상담
원과 접촉하는 시점부터 “참여”가 인정된다.
 
2. 참여행위는 원래 제기된 소의 혐의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었는가와 상관없이 
보호된다

차별금지법은 이의 제기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보복으로부터의 보
호조치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두지 않는다. 이의 제기 조항(opposition clause)은 
선의의 합리적인 믿음으로 불법이라 믿는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참여 조항은 법적 이의 제기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된
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 제기 내용의 정당성이나 합리성과는 별개로 EEOC에 이의
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보복에 대해서 피고가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
결해왔다. 고용인이 제기된 이의 사항이 비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단독으로 
내린 판단에 근거한 고소인에 대한 보복행위가 허용된다면, 차별금지법상 보호되는 
모든 개인의 권리들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3. 보복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보장되는 절차에 참여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민권법 제7조, 연령차별금지법, 미국 장애인 법 상의 보복금지 조항(retaliation 
provision)은 동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
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 그러한 권리 행사를 단념하게 할만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가 EEOC에 소를 제
기했다고 해서 피고발인이 피고용인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는 두 명의 배우자 모두 보복조치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전에 진행되었거나 계속 중인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된 관행들이 피고발인에 
의해 일어난 것일 필요는 없다

고용차별 진정절차가 다른 대상과 관련된 것이었더라도 그러한 절차에 참여한 개
인은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피고발인이 고발인이 이전 직장의 고
용주에게 EEOC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발인의 고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행
위이다. 
 
D.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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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리한 조치의 일반적인 유형
 
전형적인 보복조치로는 승진 거부, 고용 거부, 복지 혜택 미제공, 강등, 정직, 해고
가 있다. 또한 협박, 징계, 낮은 근무평정, 괴롭힘 등도 불리한 조치에 포함된다.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지연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도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
다. 예를 들어, EEOC v. Board of Governors of State Colleges & 
Universities 사건에서, 한 대학의 단체협약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 고충 처
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이 협약은 또한 피고용인이 EEOC 고발 
조치와 같이 다른 구제 수단을 취할 경우 위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고충 처리 절차 종료가 연령차별금
지법(ADEA)에 위반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선고하였다. 
 
2. 불리한 조치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Robinson v. Shell Oil Company 사건에서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민권법 제7조
(Title VII)가 현재의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과거의 피고용인에 대하여 동조에 규정
된 절차에 참여하거나 동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 고용인이 자신이 
EEOC에 그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고용 추천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
하였다. 지금까지 일부 법원은 민권법 제7조, 연령차별금지법(ADEA)과 남녀동일임
금법(EPA)이 “피고용인”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과거에 
피고용인이었던 자는 고용계약의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보복조치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용 관계 종료 이후의 보복조치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 위 법령들의 전체적인 해석에 부합하고, 법적 구제 수단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관점은 기타 모든 EEOC 시행 법령에도 적용된다.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관계 종료 이후의 보복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적인 고용 추천서를 작
성하는 행위, 추천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장래 고용인에게 피고용인이 보
장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고지하는 행위와 같이 개인의 장래 고용 가능성을 방해하
는 행위이다. 그러나 보장되는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용 추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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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행위는 보복을 동기로 하여야만 위법한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보복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추천서 내용의 진실성을 근거로 고용인
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고용인이 관례적으로 과거에 고용한 피고용인들의 근
무 수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보장되는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하여는 예외
적으로 이러한 관행에 따르지 않았다면 보복을 위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장래 고용 가능성을 방해하는 보복 조치는 장래 고용인이 이로 인해 실제
로 고용을 거부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 법원도 “보복조치를 취하는 
고용인은 그 보복조치에 의하여 의도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추천서가 개인의 장래 고용 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제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3. 불리한 조치가 보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고용 관련 조치”나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일부 법원은 보복이 근본적인 고용 관련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복 금지 조
항들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일부 다른 법원은 동 조항들의 적용범
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긴 하였으나 보복 조치가 근로의 조건이나 혜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견해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동 규정들을 부당하게 제한적으
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다. 보복 관련 법률은 보복을 목적으로 하고, 고발인이나 
기타의 사람이 보장되는 행위를 단념하게 할 만한 어떠한 불리한 대우도 금지한다. 
물론, 경미한 모욕행위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의 사소한 행위는 대부분 보장되
는 행위를 단념하게 할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보복 조치는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크
기와 상관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항소법원(Ninth Circuit)도 개인이 보복조치
로 인해 겪게 된 피해의 정도는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을 뿐 
책임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예시 1)
고발인은 자신의 인종 때문에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하며 그들을 고발하였다. 고발행위를 인지한 고발인의 관리자는 직원 2명으로 하
여금 고발인을 감시하고 그의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감시는 보
장되는 행위를 단념시키게 할 만한 “불리한 조치”로 고발인의 보장되는 행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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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
 
예시 2)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거부당했음을 고발한 사안이다. 1 주일 후, 그녀
의 감독자는 일부 직원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였다. 고발인은 자신
이 초대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고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설령 감독자가 그녀
의 고발행위를 이유로 고발인을 초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장되는 행위를 
단념시키게 할 정도의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보복조치라 볼 수 없
다. 
 
예시 3)
예시 2)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같으나 감독자가 고발인이 속한 부서의 모든 직
원들을 매주 점심식사에 초대하였다. 고발인이 성차별을 고발한 이후 감독자는 고
발인을 위의 정기적인 식사 모임으로부터 배제하였다. 고발인이 고발을 이유로 고
의적으로 배제된 것이었다면 이는 고발인이나 기타의 사람으로 하여금 보장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을 단념시키게 할 만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할 것
이다.
 
본 위원회의 입장은 법령의 명시적인 문언과 정책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들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보장되는 행위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로의 조건과 복지”와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
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 규정들과는 대조적이다. 보복조치 금지 규정은 “차
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기준에서 보장되는 행위를 단념
시키게 할 만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근로의 조건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차
별행위로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용인이 보장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유로 직장 내 또는 직장 밖에서 협박, 괴롭힘 행위, 기타 피고용인 또는 일반 직원
들이 보장되는 행위를 단념시키게 할 만한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고용인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위와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법적 구제 수단
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고발인
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보복조치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고발을 주저하게 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권법 제7조를 일
정한 방식의 보복조치는 불가벌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차별 금지 법령들의 규범력
을 훼손시킬 것이며,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들에 정면으로 반하고 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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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이다.
 
E. 보장되는 행위와 불리한 조치 간의 인과관계 증명 (Proof of Casual 
Connection)
 
위법한 보복조치로 인정되려면, 피고발인의 불리한 조치가 고발인의 보장되는 행위 
때문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복 목적은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 
증거로도 증명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차별 사건에 적용되는 증거 구성의 체계들
이 보복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직접 증거

문제되는 행위의 동기가 보복이라고 여겨지는 신뢰할 만한 직접 증거가 있다면 소
송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문제되는 행위를 적법한 동기로 행하였다고 추정
할 만한 증거는 배상과 관련하여 참작사유가 될 뿐 책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보복 목적의 직접 증거는 고발인이 보장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발인이 문
제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발인의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진술이다. 이러한 증거
에는 보장되는 행위를 이유로 고발인에 대하여 피고발인이 갖고 있는 편견을 명백
히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편견과 불리한 조치 간의 관련성 또한 추정하게 할 만
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진술을 포함한다. 관련성은 의사 결정권자의 진술이 보
복 조치가 이루어진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인정될 수 있다. 보복조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시) 고발인이 피고발인 A를 성희롱 및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결국 합
의가 되었다. 그 이후 고발인은 경력 조회를 조건으로 피고발인 B로부터 고용을 
약속 받았다. B가 고발인의 경력을 조회하기 위하여 A에게 전화하자 A는 고발인
이 “분란분자”이고 성희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엮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B는 고발인을 채용하지 않았다. B가 조건부로 고용을 약속하였
다가 피고발인의 보장된 행위를 인지하게 된 이후에 고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보복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정황 증거가 된다.
 
2. 정황 증거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치가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황 증거를 통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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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다. 보복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존재하고, 피고발인이 문제된 행
위에 대한 적법하고 비보복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근거가 보복 목
적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우선, 보장된 행위와 불리한 조치 간에 관련성이 증명된다면 보복 조치로 추정된
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1) 불리한 조치가 보장된 행위 이후 짧은 기간 안에 행해졌을 것
(2) 불리한 조치를 실행한 사람이 실행 이전에 고발인의 보장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
 
그러나 보장된 행위와 불리한 조치 사이의 기간이 긴 경우에도 보복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보복 조치로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hirley v. 
Chrysler First, Inc. 사건에서 원고의 EEOC 고발행위와 해고조치 사이에 14개월
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동 기간 동안 원고의 관리인이 EEOC 고발을 최소한 일
주일에 두 번은 언급하였고, EEOC가 기각결정을 내린 지 불과 2달 만에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위 14개월은 해고가 보복조치에 해당한
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
 
문제된 행위에 대한 비보복적 근거로 피고발인들이 주로 제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낮은 업무성과, 자격 미달, 내부 규정 위반 또는 불복종, 추천서 내용의 진실
성.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고발인은 보복 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
인은 그녀의 잦은 결근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고발인은 이를 반박
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서, 고발인이 그의 이전 고용주가 쓴 부정적인 추천서는 
보복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발인은 그러한 평가가 고발인이 이전 직장
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루어진 상사의 개인적 관찰과 그러한 관찰들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에 기반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피고발인이 적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더라도, 이러한 소명이 보복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피고발
인이 고발인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처우하거나, 불리한 조치
에 대한 피고발인의 소명이 신빙성이 없다면 보복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로 
볼 수 있다. 피고발인의 보장된 행위가 있은 이후, 피고발인에 대한 업무 감독이 
엄격해진 경우도 이와 같다.
 
예) 고발인은 관리직 중 여성의 수가 적은 것에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자 “분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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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여겨져 승진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여직원이 승진이 되었는데, 
피고발인은 이 여직원이 경영학 석사학위 소지자임에 반해 고발인은 학부만 졸업
하였기 때문에 자격이 우월했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EEOC 조사관은 이러한 소
명이 보복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지금까
지 피고발인이 관리직을 선발하는 경우 가장 우선시했던 기준은 경험의 축적 정도
였는데, 고발인이 승진이 된 여직원보다 경험이 훨씬 더 풍부했기 때문이다.



[토론1]

성희롱 문제에 연대할 권리를 위해  

권김현영(여성학자)

- 두 분 발제자의 논의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조력자에 대한 불
이익조치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불이익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한 대안모색을 위해 기획된 본 토론회의 기획의도에 적절하게, 피해
자/조력자에게 그동안 불이익조치가 어떻게 지속되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속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었습
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을 위해 발제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붙입니
다. 

1. ‘해석론의 부재’ 문제와 ‘친절한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 불리한 조치의 ‘상대방’이나 불리한 조치의 ‘내용’에 대한 해석론이 부재
한 이유 중 하나로는 성희롱 관련 법제도와 주무기관의 변화 등에 그 원인 
중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 주지하다시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 
2005년 폐지되고, 성희롱 관련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서 폐지된 남녀차별금지법 제 7조 성희롱의 금지 3항에서는 남녀고용평등
법 14조 2보다 더욱 분명하게,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당해 직장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는 자, 성희롱의 사실조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하여 근무여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한정되어있
기는 하나, 폐지된 법률에서는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었으며, 34조에서는 “위원회 조사 결과 그 내용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이
러한 고발에 필요한 소송지원 등에 대한 조항도 마련되어 있었고, 조사과정
에서 38조에서는 조사 불응 혹은 방해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습
니다. 

- 남녀차별금지법은 2005년 폐기되고,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업주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
용평등법과 비교할 때 가해자 징계, 피해자 구제 절차 등 사건의 개별당사
자들에 대한 처리 절차를 차별금지라는 사회정의의 틀에서 접근하기 때문
에 법이 존재할 당시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차별금지법 안에 집단소
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등이 도입되어 제정되었다면 성희롱 
문제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집
단적 권리로서 제기하는데 더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평법 관련 조
항의 실효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해석론의 부재나 친절하지 않은 설명을 
수정해야가야겠만,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목표로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
급하다는 것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성희롱 피해 당사자의 범주와 위치 설정에 대해 

- 불리한 조치의 해석론은 1차적으로 제2조 1의 정의, ["차별"이란 사업주
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



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
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
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는 규정에
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르노삼성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례는 많은 경우 상사
의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제안을 통해 발생하는데, 이는 비단 그러한 성적 
접근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장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차별이 생길 수 
있는 성격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관리자의 성비가 남성편향으로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 직급이 높은 남성이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 비
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직장 상사에 업무적으로 좋
은 파트너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어야 하는 모든 여성들은 경력관리와 업무
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되게 됩
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아니
라, 잠재적 차별에 모든 구성원이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일 것입니
다. 이렇게 본다면, 피해자와 목격자, 주변인이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의 ‘당
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 최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개입하기 위해서, 주변인/목격자들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핵심 슬로건은 “NO MEANS NO”에서 “WE SAY, 
NO"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호불호
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목격자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어떤 행위
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
한 구제 절차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방지라는 프레임에서는 실제
로 문화가 변하기 어렵고, 개인적 용기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



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
는 것이죠. 그런데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에서는 조력자조차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성희롱을 사회적
인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를 특정 행위의 수신
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목격하고 차별적 환경에 노출된 모두
를 대상으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다른 성차별 관련 사건보다 
휠씬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지되었고, 집단적 권리 구제라는 차원에서 이해
되어오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성희롱 사건의 피해당사자의 사회
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직장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개입
을 하라는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에게 ‘연대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절차들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소희 활동가의 발제문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한 직장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연례 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게 하는 것(다른 차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차별개선조치를 위한 5개년 
플랜 등을 제출하는 것처럼)처럼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사건 발생 이후에 
점증시키는 방안들이 더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토론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사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권수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 사건 개요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금양물류에서 업체 관리자 2명에 의
해 2004년경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의 성희롱 발생 
- 2009년 성희롱 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피해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풍
기문란)
- 2010년 9월 국가인권위 진정 후 보복성 해고 
- 2010년 11월 업체 폐업 
- 2011년 1월 국가인권위 성희롱 인정
- 2011년 5월말부터 피해자 여성가족부 앞 노숙농성 
-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에 대해 산재인정 
- 2011년 12월 현대자동차의 하청 글로비스와 교섭을 통해 복직 

2. 사건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1) 사건의 공론화 후 피해자에 대한 징계 
- 피해자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의 판단을 공식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는 불이익의 시작일 뿐이다. 피해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회사입장의 확인이므로 2차 가해
를 보장하고 확산한다. 



2) 왕따를 비롯한 집단적인 피해자 괴롭히기 
- 이미 징계를 통해 힘을 얻은 가해자는 사건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가해를 확산한다. ‘원래 문란하다’ ‘문제가 많은 여자다’ ‘꼬리친
다’ 등등
-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부인이 회사 동료로서 2차가해를 주도하고 조
직한다. 이미 복직하고 현장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해고 / 문제제기의 포기를 강요 
- 노동자에게 해고란 생존의 위협이다. 
- 다른 노동자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생존을 걸어야 한다는 협박이
다. 
- 피해자가 성희롱 당했다고 청계광장이 있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농성
을 하게 만든다. 
- 피해자가 내가 성희롱 당하고 그것을 말한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길바닥
에서 무차별 대중을 상대로 호소하게 만드는 사회는 부끄러운 사회다.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의 효과  
1)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음
2) 가해자에 대한 지지, 피해자를 위축시킴 
3) 직장내 위계와 권력관계를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강화함 
- 노예 같은 노무관리
- 성희롱조차 말 못하는 회사, 성희롱조차 묵인하는 회사라면 어떤 노동기
본권을 말할수 있을까.  

4) 모든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함 
- 기 발생했거나 추후 발생할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들에 대한 입막음 



- 말하면 더 피해본다. 참고 살아야 한다. 
- 타인의 고통을 보고 묵인하도록 강제함. 피해자 편을 들면 손해 본다. 
- 타인의 고통을 묵인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 
- 타인의 고통을 묵인하는 상태, 그 자체가 영혼을 파괴하는 고통이다. 

4. 법제도의 문제 
1) 솜방망이 처벌 
- 사장인 임동철에게 형법에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 손해배상 민사재판결과 1심에서 가해자 이훈과 정관진에게 각각 700만원
과 400만원의 피해보상 판결. 사장 임동철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자는 사용자나 사업주인 '금양물류 주식회사'이지 그 대표이사인 
임동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책임은 사용자성 여부
는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다만 성희롱 자체에 
대하여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다면서 그 책임을 부정
함. 

- 이런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한다.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벌금 400만원만 내면 사장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
는것 자체가 사장이 성희롱을 묵인하고 방조하도록 지지한다.  
- 심지어 민사재판의 경우 성희롱 당한 피해자를 해고한 사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니 천박할 뿐 아니라 법리조차 모르는 멍청한 판사에게 할말이 
없다. (판사 김용두)
- 이런 판결이 생산현장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계속 불
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사장들이 뭐가 무서워서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겠는가.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하게 조장하고 벌금 
400만원 내면 사장의 이익이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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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천박하지 않으려면 성희롱 당한 피해자를 해고한 사장은 다시는 사
장질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하청사장은 물론이고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해당사업장에서 재발방지를 위
해 법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할 것이다. 

2)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이 없음 
- 내용적으로 사장을 처벌하는 것은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해야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2차 가해를 방지하지 못함. 
- 사용주 외에 2차 가해를 직접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음. 
 
3) 피해사실을 여러번 진술해야 함 
- 국가인권위, 경찰, 법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각각의 기관에 기본 진술
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보통 2-3차례 출석하여 반복해서 피해사실을 말하
도록 하는것은 피해자를 반복해서 괴롭히는 효과를 발휘한다. 
-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원청의 책임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비정규직은 다양한 고용형태지만 모두 불안한 고용이다. 불안한 고용으로 
인해 성희롱에 노출되어도 문제제기 하기 더 어려워진다. 쉽게 짤리는 것이 
합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정규직이든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5. 복직 후에도 계속되는 불이익 
1) 노동기본권에 대한 불이익은 노동조합이 나서서 막아준다. 
2) 검증하기 어려운 왕따와 감시 등의 불이익은 막아주기 어렵다. 이 사건
의 경우 가해자들은 해고되었지만 가해자 부인을 비롯한 2차가해자들이 여
전히 현장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립되어 혼자 힘
으로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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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고평법 제14조 제2항 제도개선 토론회 

박 미 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토론을 시작하며 

최근 성희롱 문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특히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 등
에 대한 불리한 조치 규정이 사실상 거의 문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남녀고용평등법상 입법연혁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주로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이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위 제2차 
피해화 문제에 까지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희롱은 발생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지만 이후 성희롱사건의 처리과정에 따라 더욱 심한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조직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높은 가치로 여
기는 조직문화에서는 성희롱을 문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불이익
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에 시달
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국가인권위원회 2008.8.25. 07진차463 결정)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
국 본 토론회의 토론 주제인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불이익조치 금지규정
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보호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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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발표자께서 이 제도개선 토론회가 마련되기에 이른 결정적인 사
례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진솔하고도 사실에 터잡아 들려
주시고, 또한 사례의 법적 쟁점을 현행법과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잘 정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 두 분께서 해주신 노력과 성의에 저 또한 살짝 밥숟가락을 놓는 
듯하여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맡은 바 제 임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표문에서 제기하신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조
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금지규정 관련 제도개선 쟁점 

가. 사용자의 책임강화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조치금지규정의 의의
발표자께서도 불이익조치 규정의 연혁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불이익조치금지규정(법 제14조 제3항)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기에 이릅니다. 불이익조치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지금까지의 사업주의 성희롱피해자보호를 단순한 자율적 
규제로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희롱 피해자보호를 법적 의무
로 성격지우고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로써 제재를 가하여 사업주
로 하여금 법이행에 대한 강력을 의지를 갖게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을 엄중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대로라면 성희롱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도 이
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현행법상 성희
롱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피해
자보호는 성희롱발생의 진실 여부와는 별도로 이미 그 피해를 주장하는 사
람을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때 그 실효성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사업주 내지 기업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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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는 성희롱에 대한 구제방안(법적 대책)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합
니다. 이처럼 성희롱예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오히려 성희롱발생시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보다 강한 이행담보장
치 내지 피해자 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피해자 내지 조력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사업주의 책임위반임과 동
시에 계약관계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의무와 피해자보호의무가 사용자의 책임하에 놓여있다는 점에
서 성희롱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다 강
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법적 의미라고 
이해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규정인 제14
조 제2항은 성희롱을 개인적인 성적 호감의 문제로 사소화하는 현실에서 
사업주의 피해자보호의무를 법적 의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사업주의 의도가 필요한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는 행위자가 어떠한 의도로 하였는가 여부

는 중요하지 않다. 즉 보복적 의도인지 아니면 비보복적 사유로 행한 것인
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점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성희롱을 차별문제로 접근하고 차별금지에 
반하는 경우 광범위한 법적 구제방안을 확보 보장해주고 있는 입법례와 달
리 현행법은 어떠한 근거로 불리한 조치가 행해졌는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
아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그 증명의 문제가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예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발인이 
성차별을 고발한 이후 감독자는 고발인을 위의 정기적인 식사모임으로부터 
배제한 사안에서, 과연 고발인을 소위 부서 회식모임에 배제한 것이 고발을 
이유로 고의로 한 것인지, 이 점이 분명하다면 이는 고발인이나 기타의 사
람으로 하여금 보장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을 단념시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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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도 사업주의 의도를 구
성요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
업주의 불리한 조치금지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의 보복적 의도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그가 취한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등에게 불리하
다는 점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차별금지법처럼 
보복적 조치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현행법상 불리한 조치 금지규정의 의미
가 제한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요? 

다. 불이익조치금지규정 위반의 판단 주체
현행법은 성희롱 판단요소로서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희롱의 판단요소로서 피해자의 반응은 매
우 중요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반응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피해자가 그러
한 사업주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비전문적 부서이동, 결근, 낮은 업무평가 
내지 성과 등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입증책임문제입니다. 

라. 입증책임 여하 
불이익조치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는 기업의 조치가 고용 

및 업무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는지,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 발표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통상 
사업주는 문제된 행위가 비보복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사
유로서는 낮은 업무성과, 자격미달, 내부규정 위반 또는 불복종, 추천서 내
용의 진실성, 등입니다. 고용환경에서 이러한 평가들은 매우 주관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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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편으로 이들 기록은 객관적일수도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
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인사 평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유사한 상황하에서 달리 처우받았다
거나, 불리한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소명이 신빙성이 없다든가 하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결국 성희롱의 고용상에 
미치는 폐해로서  성희롱이 고용상에 미치는 폐해는 반드시 피해자가 실제
로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또는 그러한 결과
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정황판단에 기초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방 당사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 대
한 반대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
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
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0조). 이는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기업
의 인사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판단자료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
입니다. 이러한 규정방식에 있어서는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가 
불이익조치인지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성희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을 
사업주측이 직접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습니다. 

3. 사업주의 사후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사업주의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
치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희롱피해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지체 없는 조치가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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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는다면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구
체적으로는 첫째 당사자 신원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둘째 성희롱발생을 확인할 경우에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7914) 관
련 

가. 괴롭힘/보복/불리한 조치 등 구성요건 개념의 명확화 여부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본 법안에 의하면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제2차 피해는 괴롭힘(동 법안 제1항), 보복과 불리한 조치(동 법안 제2항)으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표자는 괴롭힘/보복/불리한 조치 등의 개념적 정
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제안하였습니
다.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그리고 피해발생신고나 조
사와 관련된 사람 등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 결근, 부진한 업무성과, 
질환발생 등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만 ‘괴롭힘’을 불리한 조치금지 규정의 
범주내로 포섭하는데 있어서는 그 용어의 명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구성요건화와 형사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구성요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내에서 스토킹 등 구성요건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상기해보면 이 점을 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리한 조치는 이제 더 이상 고용상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
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통합되면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함과 아울러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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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등도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성희롱 개념과 관련하
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현행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
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8) 그렇다고 한다면 불리한 조치가 반드시 
고용상 불이익 내지 지위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
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해석론과 입법론의 경계에서
발표자께서는 사업주의 성희롱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조치 금지규정의 

해석론에 입각하여 불리한 조치의 내용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문제
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가 해석론을 위해 예를 든 미국의 차별
금지법상 소위 보복적 조치로 인정되는 금지행위들을 현행법 해석론에 그
대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의 영역에 해당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발표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판결로써 불리한 조치의 내용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성희롱 등 권리구제 법률안」에 의하기 
보다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피해자보호 의무를 보다 단계적으로 
보다 촘촘하게 규정해둘” 것을 제안하신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
니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기술방법은 문제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향
후 입법적인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5. 토론을 마치며

성희롱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피해자의 관점에 서 있어야 합니

18)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과 그 의미에 대하여는 차인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 젠더리뷰, 2014 여름호(Vol.33호), 5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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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희롱피해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이익조치금지규정을 구체화 할 경우에 첫째 사업주의 의도를 
구성요건으로 할 것인가 즉 피해자 등의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 등의 행위
에 대한 보복적 의도로 불리한 조치가 행해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됩니
다.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 경우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 즉 이를 구
체화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됩니다. 이
에 대하여는 발표자께서 검토해주신 미국의 차별금지법상 불리한 조치 및 
보복조치 등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조치
와 관련하여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벌칙규정의 효과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성희롱피해자 등에 대
한 불이익조치 자체에 대한 합의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서는 이 규정이 기업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로서 활용되고 있
는지,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속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이
익조치에 대한 제재의 효과에 대하여는 좀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
이고, 또한 성희롱방지를 위한 기업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미국에서
의 성희롱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여부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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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가. 성희롱 관련 사용자 책임의 중요성

○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은 성희롱 피해자가 겪게 될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치는 성희롱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이므로 근로자들이 성희롱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근

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07진차463 결정문 中)

○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사건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이 인정되나 사

용자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없는 안전한 고용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성희롱 발생 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

음.(06진차747, 07진차463 결정례 참조)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조항

○ 제2조(정의) 제3호 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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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행위  

○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인권위법 개정안 : 제55조에 반하여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63조제1항제4호).

다. 성희롱 사건 관련 인권위 조치사항의 종류

○ 권고 : 조사 후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자

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행위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전보 등 인사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통보 취소 등을 권고함

○ 합의종결 :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때 진정인

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당사자 합의로 사건 종결. 합의의 내용

에는 ▵사과, ▵손해배상, ▵인권교육수강, ▵급여지급, ▵재발

방지조치 마련, ▵접근금지, ▵가해자 사직, ▵가해자 부서이동 

등이 있음.

○ 조사중해결 :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과 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회사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해고 등 인

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가 자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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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는 원만히 해결되어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등

○ 조정 : 인권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차별조정위원회를 통

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음.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한계점

○ 인권위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 즉 

가해자를 대상으로 권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따라서 성희롱 

권고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피진정인

에게 징계를 해야 하거나  성희롱 예방교육, 사내 고충처리절차 

마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 또는 사업주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 그 자체보다는 성희롱 예방 및 고

충처리를 소홀히 한 회사측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거나,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성희롱 사건이 아닌 사용자 측 행위

만을 조사하기는 어려움.

○ 인권위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에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

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진정 제기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

우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제재방

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

이 제출되어 있음.

○ 그러나 인권위법은『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처럼 직접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를 명시하여 사용자 책임을 묻는 법적 체계가 아니므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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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로 인한 불이익 조치‘ 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를 구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

마. 결론 :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안』에 관련 조항 포함되어야

○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불이익 조치‘ 의 개념 및 범주, 불이익

을 준 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 은폐’나 ‘추가 피해’가 발

생한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하였으나 공

공기관에 한함.

*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

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 참고자료 <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관련 결정례 >

○ 중학교 교사의 교무보조 직원 성희롱(06진차747, 2007. 2. 20 결

정)

- 김모씨(진정인, 32세)는 중학교 교무보조로 근무하던 2006. 4. 경

부터 같은 학교 영어교사인 안모(피진정인1)씨로부터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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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힌 메모지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음. 안모씨는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사랑한다, 만나서 얘기하자, 보고 싶다”등의 전화를 

걸었고, 교사휴게실에서 진정인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진정인

이 뿌리치고 뛰쳐나온 적도 있음. 진정인은 학교 책임자인 교장

(피진정인2)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교장은 성희롱 문제를 제

기한 진정인을 ‘진정인도 문제 있다’고 발언하고, 동료교사인 권

모씨(피진정인3)는 진정인도 성희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발언

함. 진정인은 심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2006. 12. 인권

위 진정함.

-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상북도 소재 ㅁ중학교 교사의 성희롱 사

건에 대하여 각각 피진정인들에게 징계조치와 가해자의 전보조

치, 인권교육 수강 및 재계약 거부통보 취소 등을 권고함.

- 피진정인은 ‘사랑한다, 만나자’ 등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성희롱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평소와는 다르게 업무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동료 남자 

교사들에게 피해여성의 업무가 불성실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

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4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한 학교

에 재계약하지 못하게 되었음. 이후 피해여성은 주위 동료 직원

들과 학교장에게 고충을 토로했지만 도리어 진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함. 피진정인은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여성을 

압박하기 위해 경찰에 진정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 피해여성이 고충을 상담했던 학교장과 동료 남자교사는 사건의 

진위확인 노력 없이 피해여성을 가해자와 함께 묶어 비난하거나 

피해여성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함으로써 피해여성을 더

욱 더 고통스럽게 한 점이 인정되어 국가인권위는 이들에게도 

주의조치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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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해여성에 대한 재계약거부는 이번 성희롱 문제와 연관되

어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재계약거부 통보를 취소하라고 

권고함. 인권위 권고를 통해 진정인은 2007. 3. 재계약됨.

○ 전기회사 상무의 신입사원 성희롱(07진차463, 2008. 8. 25 결정)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2004.과 2005. 수시로 

진정인의 등과 옆구리를 만졌으며 2005. 6. 헝가리 출장 시 진정

인의 엉덩이를 치며 “상무님 잘 모시라.”고 말하는 등의 성적 

언동으로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음. 진정인이 

2005. 6. 17. 피진정인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등을 하지 않았

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를 요구하는 진정인을 7개월 동안 대

기 발령시켰으며 2006. 1. 배치된 아이알부서에서는 진정인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 9

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진정을 제기함.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성적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

년 이상 경과하여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고, 피진정인이 2005.

당시 퇴사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권고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권고는 하지 않음.

- 인권위는 00전기 대표이사에게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직원대상 교육 및 예방을 철저히 할 것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인권위 권고 후 00전기가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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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사건번호 

2008구합46279). 서울행정법원이 2009. 8. 27. 청구를 기각하였

고 동 판결은 00전기의 항소 없이 확정됨. 00전기는 성희롱예

방교육을 강화하고 취업규칙 개정 및 상담사 증원 등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고 2011. 8. 16. 위원회에 회신함.

○ 물류업체간부의 성희롱 및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10

진정5676, 2010. 12. 6. 결정)

- 피진정인1이 2009. 4. 18.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00 좋아 사랑

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평소 "우리 둘이 자고 나서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는 성희롱을 함. 피진정인

2는 2009. 6. 18.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수

차례 전화하였고, 2009년 작업도중 피해자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거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년

이 한번 대줄 것 같은데 영 대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등 성

희롱을 함.

- 피진정인3 사장은 피해자가 위 피진정인들이 보낸 휴대전화 문

자와 통화내용을 보관하고, 동료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여주면

서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2009. 12. 피해자에게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가 이 문제를 전국금속노조 00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알리고 사내하청지회가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

속을 문란하게 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

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010. 9. 20.자로 ‘징계해고’함.

- 피진정인 4 00자동차아산공장장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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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직장 내

에서 관리자들에 의한 성희롱이 일상화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

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구제조치를 바란다며 진정 제

기.

- 인권위는 피진정인 1, 2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

할 것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

진정인 1은 3백만원, 피진정인 2는 6백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

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3에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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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성희롱 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들어가며

오늘의 세미나와 관련하여 귀중한 발표를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성희롱에 관한 사건들이 발생되면서 성희롱이 사회적 이

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성희롱

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희롱 관련 의식조사  

‘13년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는 64.8%, 심각하다는 33.0%

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다수

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심각하지 않다’

는 남자(73.8%)층에서 높았고 ‘심각하다’는 여자(44.3%), 농

림어업숙련종사자(60.1%), 가정주부(56.5%), 학생/무직/기타

(46.6%), 중졸이하(51.7%), 월소득 150만원 이하(47.9%)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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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구분

심각하

다

심각하지 

않다
전체 33.0 64.8 전체 33.0 64.8

성

별

남자 24.1 73.8

직

업

관리자 9.2 85.8

여자 44.3 53.5
전문가/관련

직
37.7 61.2

연

령

25~29

세
30.1 69.9 사무직 27.9 70.8

30대 33.9 62.3
서비스/판매

직
39.1 60.0

40대 33.5 64.4
농림어업숙련

직
60.1 39.9

50대 35.5 64.5
기능/장치/기계/

조립
23.3 70.0

결

혼

여

부

기혼 31.3 66.5 단순노무직 24.3 55.4

가정주부 56.5 41.2

미혼 35.8 62.1
학생/무직/기

타
46.6 53.4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단위 : %)

 

 10년 전 대비 직장 내 성희롱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10

년 전 대비 성희롱 발생정도에 대해 ‘줄었다’는 71.6%, ‘늘었

다’는 6.7%로 성희롱발생이 과거 대비 줄었다는 인식이 대다수

로 나타났으며 한편, ‘변화없다’는 응답은 16.6%로 나타났습

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

안으로 ‘개개인의 의식변화(45.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권 강화(35.6%)’‘예방교육 및 홍

보강화(10.7%)’‘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8.0%)’등의 순으로 나

타나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안도출에 적극 참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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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개

인

의 

의

식

변

화

행위

자 

징계

권강

화

예

방

교

육 

및

홍

보

강

화

사

업

주

에

대

한 

처

벌

강

화

구분

개

개

인

의 

의

식

변

화

행

위

자 

징

계

권

강

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

주에

대한 

처벌

강화

전체
45.

4
35.6

10.

7
8.0 전체 45.4 35.6 10.7 8.0

성

별

남자
51.

8
29.1

12.

3
6.2

직

업

관리자 59.0 26.3 14.6 0.0

여자
37.

5
43.8 8.6

10.

2

전문가/관

련직
43.7 37.8 12.3 6.2

연

령

25~29

세

30.

4
48.4 9.5

11.

7
사무직 40.3 37.9 10.2 10.8

30대
46.

6
35.2 8.1 9.8

서비스/판

매직
46.1 32.6 12.1 9.2

40대
52.

8
27.5

14.

4
4.5

농 림 어 업

숙련직
18.9 20.6 39.9 20.6

50대
54.

4
36.0 9.6 0.0

기능/장치/

기계/조립
59.9 27.1 8.1 3.6

결

혼

여

부

기혼
49.

1
30.9

12.

2
7.4

단 순 노 무

직
56.2 24.8 19.0 0.0

가정주부 43.2 43.2 4.3 9.2

미혼
39.

5
43.2 8.1 8.9 학생/무직/

기타
50.8 39.0 3.9 6.3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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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의 추진내용 

그동안 성희롱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제재와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성희롱 상담지원을 위한 제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적 조치

조항 내용 과태료 등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 내 성
희롱을 해서는 안됨

 사업주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연 1회 이상)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5일 이내 시정)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하여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5일 이내 시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금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
서는 안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일 이내 시정)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는 피해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금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7일 이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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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 고용환경 개선 사업장의 지도점검 실시

매년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등 종합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

며, 사업장 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및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

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

방활동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 

부족 등의 사유에 기인하여 현실적으로 매년 모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효

율적으로 지도감독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대상 사업장수 985 1,132 913 648

위반 사업장수 854 1,111 895 587

총 위반건수 4,493 6,627 4,729 2,046

위반내용
(건수)

임금차별 - - - -

임금외금품차별 1 - - -

근로시간제한 160 205 114 60

모집채용차별 2 22 10 7

배치승진차별 - 1 - -

정년(퇴직)차별 1 3 - -

성희롱관련 377 486 376 198

모성보호규정미준수 23 45 181 299

고충처리기관 미설치 - - 91 25

기타 3,929 5,865 3,957 1,457

조치내용
(건수)

계 4,493 6,627 4,729 2,046

행정처리 4,492 6,619
(4)

4,721
(8)

2,042
(20)

사법처리 1 8 8 4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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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 등 사전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 

홍보포스터,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영세사업

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무료강사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를 대

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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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홍보 실적 >

연도 추진실적

2010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라디오 캠페인(’10.4.1～4.30 MBC, SBS)
○ 교육교재 등 발간
  - 직장내 성희롱 예방 포스터(30,000부) 제작․배포(’10.6월)
  - 직장내 성희롱 예방 DVD(30,000개) 제작․배포(’10.6월)

2011
○ 남녀고용평등 및 성희롱 예방 라디오 캠페인(’11.4.1～4.30 MBC, SBS)
○ 성희롱예방 관련 지하철 동영상 광고(11월, 1,2,4호선 420매)

2012

○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체계마련: 「법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개발, 대표 
전화(1644-3119) 
   개발․운영
○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홍보포스터 제작․배포(10,000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 제작․배포(100,000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동영상 제작․배포(10,000부)

201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 외국어(5개 국어) 번역자료 제작․배포(200,000부)

2014 ○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제작․배포(20,000부)

   < 직장 내 성희롱 무료교육 실적> 
(단위: 명)

주요사업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무료교육

248개소
5,977명

160개소
3,473명

183개소
3,489명

336개소
11,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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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남녀고용평등상담실을 지정, 성희롱 피해자 상담운영

   ‘01년부터 민간단체의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활용하여 차

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받은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는 남녀고용평등 상담실을 전국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상담건수>

합계 ’09 ’10 ’11 ‘12 ‘13 ‘14년 7월
5,996 1,057 1,003 1,057 1,109 1,056 714

  또한 고용노동부 콜센터인 1350을 통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

합계 ’09 ’10 ’11 ‘12 ‘13

1,299 30 647 622 982 1,023

 성희롱 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조항 등에 대해 검토 등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

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실태조

사 및 예방강화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어 최종결과  보고서

를 토대로 법률개정과 정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제재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를 제

외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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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적격여부에 관

여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형식적인 처벌을 한다고 해도 법적 

제제를 가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규정의 부재

성희롱 피해자는 사건발생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같이 

업무를 추진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보호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

도록 휴가제도 등 피해자의 적극적 보호조치 규정이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체계적인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장치 미비

 사업장에서 내부강사에 의한 자체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

어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의 질적 담보가 필요하고 교육실시여

부에 대한 점검을 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고 

강사교육전문기관 등이 없는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시스템 마

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사

업주에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므로 서비스직

종이 주로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이 있어 적용확대가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