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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Sonjeo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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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y honor and pleasant duty to bid you all a genial welcome. I am delighted to
meet distinguished speakers, some familiar faces of colleagues and students, and also new
faces of future friends together to participate and share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ed by the Center. Many of us have made a huge effort to join us today. On behalf
of us all, we are deeply appreciative and offer you our most grateful welcome.
Let me guide you through the brief history of the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the Center for Sexual Harrassment Prevention in 2000, which pioneered the
implementation of such in-campus facility based on the notion of sexual injustice and
gender equality. In 2012, it was integrated to the Human Rights Center, a much bigger
and comprehensive institution not only in charge of preventing sexual har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general but also in affiliation with the counseling for human rights
violation, division of education and division of research. The Center now combines several
major functions such as counselling, investigation, disciplinary advice, education, and
research, all of which are conducted by excellent professional team of experts, lawyers,
educators, academics. The Center works to represent the value of human rights and
promote the atmosphere of equality, freedom, and solidarity in and out of the campus.
The division of research, under the directorship of Dr. Lee Joo-Young, plans and
develops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lectures
on current and classic issues, summer school for public, winter camp for human rights
activists and professionals in Asia and students competition for human rights projec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usually takes place in the beginning of the fall semester,
has been one among the most popular and successful programs that we are always proud
t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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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one of the focuses that the division of research aims for is the concept of
‘anti-discrimination.’ The conference is entitled as “Legislating for Equality: Challenges
Ahead” to deliver what we think to be the most current and perhaps urgent human rights
issue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e would like to open up the questions on what
it takes to legislate the concept of anti-discrimination and what involves in practicing
anti-discrimination enforcement. We hope to facilitate live discussion on the history,
experiences, dangers, benefits, meanings, and significances of anti-discrimination and its
legislation within an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We are so privileg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with three distinctive speakers
today. Two of our plenary speakers, Professor Kathleen Mahoney from University of
Calgary and Professor Linda Senden from Utrecht University in particular, by making
long distance travels, graciously remind us how important our conference can be as well
as how committed they are to the cause of human rights and equality. Our profound
thanks go to you both. Professor Linda Senden will first speak on “The EU Equality
Approach: Its Potential, Practice and Pitfalls,” which will be followed by Professor
Kathleen Mahoney’s talk on “Human Rights Act in Canada: Its Enforcement and
Challenges.” Then, professor Yi Zoon-Il from Korea University, the best speaker on this
topic in Korea, will take us to what has been going on and what the future hold for us
in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We are eager to learn from each speech and to
participate to the conversation that each presentation will inspire. Let us be prepared to be
engaged, excited, and challenged.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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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Remarks
Chan-Wook Park
Vice President and Provost,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our great pleasure to host a seminar on ‘Legislating for Equalit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discuss better ways of enhancing equality and countering discrimination. I
would like to give my heart-felt thanks and welcome to Professor Kathleen Mahoney and
Professor Linda Senden who travelled a long way to contribute to this seminar. I also
appreciate Professor Zoon-Il Yi and all other presenters and panelists for sharing your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us through this seminar.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constitute fundamental values and principles of modern
democratic societies. Equality or anti-discrimination law has been enacted in many
societies as part of efforts to counter discrimination and enhance equality. South Korea
also has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s on separate grounds such as gender, disability and
age, but no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process of legislating
anti-discrimination and equality requires robust debates as to a range of questions. Why
do we nee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hat constitutes discrimination
requiring legal sanctions? What kind of society do we envisage through such norm? What
remedies can be accessible to those affected by discrimination? What other measures are
needed along with the law. I am sure there will be many other questions to examine in
order to forge an effective response to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 believe this seminar will provide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learning a lesson from
the evolu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in other countries and the effects of such
legislations in combatting discrimination and enhancing equality. I hope that this seminar
can promote reasoned debates about anti-discrimination law, based on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I believe our discussions and future collaborations will also be connected to
global efforts to dismantle groundless fear of difference, expand respect for everyone’s
dignity, and promote a peaceful and equitable coexistence among peopl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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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Equality Law in
Canada
캐나다에서 평등법의 발전

The Evolution of Equality Law in Canada
Kathleen Mahoney QC, FRSC
Professor, Faculty of Law, The University of Calgary

1. Introduction
Before I start I would like to thank Dr. Joo-Young Lee, the Human Rights Center and
the National University of Seoul for inviting me and organizing this important conference.
It is an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visit your beautiful campus and to participate in this
most important discussion about equality and human rights. I was reminded last night
while talking with Joo-Young and Linda when we went out for dinner, how small the
human rights world really is and how much equality seekers share in common regardless
of where we live, our cultures or our backgrounds. I hope my discussion today about the
Canadian experience of equality will be of some small assistance in your deliberations
finding the right answers for South Korea.
The answer to the question: “How have Canadians’ rights to equality evolved over
time?” lies in the understanding that change begins when someone believes that they are
being treated unfairly, and then decides to take action. That could not be truer in tracing
the history of equality and discrimination in Canada.
We used to feel about women as did B. K. Sandwell, the editor of Saturday Night,
who said in 1938, “The business of women is to keep house and to keep quiet.” [Slide
2]
Prior to developing human rights infrastructure and laws, we used to disenfranchise
Asian Canadians and expropriate their property. [Slide 3], [Slide 4].
We used to segregate African Canadians. [Slide 5]. We used to exclude disabled
persons from public spaces. We used to commit violence on indigenous Canadians needs
and steal their lands. [Slide 6] We no longer believe it is right to do any of these things,
although they still do happen, albeit less obviously so. So the fight for equality is an
ongoing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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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has become the primary language for social change in Canada. But it has not
been without controversy. The history of equality in Canada would certainly support the
view of our Chief Justice who has called the equality right, “the most difficult right.”1)
Canadians only began to seriously engage with principles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the 60’s and 70’s when a fundamental philosophical shift took place from civil liberties
to human rights. The legal structures that evolved from this philosophical shift became the
most sophisticated human rights legal regimes in the world at the time. Their impact in
Canada was profound. It lead to the erosion of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supremacy;
the creation of a strong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s
a cornerstone of the Canadian identity.
While civil rights are about non-interference with established freedoms, the inner logic
of human rights as positive rights inevitably leads to both broader claims of existing
human rights and the creation of new human rights.
In this paper I discuss this evolution - the shift from civil liberties to human rights, the
shift from formal equality to substantive equality, the shift from individual complaints to
systemic solutions.

2. Creation of Human Rights Legislation
Prior to the existence of legislated human rights, Canadians largely defined rights as
civil liberties, which were understood to be individual rights of freedom of speech,
association, assembly, religion, press,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vote. The rationale was
a negative right, to keep government from interfering in people’s lives, allowing them as
much freedom as possible. What this really meant was to keep government from
interfering in the lives of the dominant, privileged, white, group who possessed most of
the social and economic power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 Rhetoric surrounding
discrimination was narrowly confined to racial, religious and ethnic discrimination and was
rarely taken seriously. Prohibiting discrimination conflicted with freedom of commerce,
freedom of property,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association. People felt it was their
1) Hon. Beverly McLachlin, “Equality, The Most Difficult Right”(2001) 14 S.C.L.R.(2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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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refuse service to racial minorities, refuse to hire people based on their sex or
orientation, refuse to sell property to people of different faiths, create exclusive societies
and clubs and so on.
When discrimination occurred, the defendants claimed freedom to do what they were
doing. [Slide 7] Equality seekers such as the Jews in Montreal who faced restrictive
covenants on land disbarring Jews form occupancy, had no choice but to bring their
complaints to a court, relying on judges to interpret principles of the common law to
prohibit discrimination. The results were not encouraging.
In a series of cases before the courts during this period, judges usually decided against
claimants, deferring to freedom of commerce, religion, assembly or convoluted
interpretations of discriminatory legislation. A good example of this era of case law
involved an African Canadian man who was attending a hockey game and wished to buy
a glass of beer at the concession. The man was refused service because he was black.
When he took his case all the way to the Supreme Court, he lost because the court held
that freedom of commerce trumped his right to equality. In another case a woman claimed
she was discriminated against when her employer refused to alter her work schedule so
that she could worship according the requirements of her religion. She failed in Court
because the court held she could not prove that there was an intention to discriminate.
Also, the common law definition of equality was limited to procedural equality; grounds
for claiming discrimination were confined to a narrow range and judicial deference to
parliament was common, even in the face of blatant racist or sexist laws.2)
So, understanding this context, it is not surprising that legislatures moved into the field,
especially after the atrocities of WW1, where the ultimate evil of discrimination was on
full display. Provincial governments started to enac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aking
the administration and adjudication of human rights away from the courts and putting it
in the hand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ll of the provinces passed similar human rights
legislation and created human rights commissions to administer claims. [Slide 8]. The
purpose was to educate, not punish for acts of discrimination. [Slide 9] Governments
provided free legal counsel and cases were vetted by the commission.
The new legislation, however, still did not recognize a defined right to equality. The
2) For a good overview of early court decision, see Walter Tarnopolsky, The Evolution of Judicial Attitudes,
in Equality and Judicila Neutrality, Mahoney and Martin eds., Carswel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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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instead was on what constituted discrimination.3) [Slide 10], The Acts vary in detail
but they all apply to protect individuals from disadvantaged minorities from discrimination
in [Slide 11] public accommoda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e.g. hotels, schools,
restaurants, stores, washrooms, insurance); the leasing of premises (e.g. apartments); the
sale of property; labor unions and professional, business or trade associations; notices and
signs; and all aspects of employment. Provincial Human Rights legislation applies to
private sector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to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Employers and co-workers may be personally liable for their actions.
Schools can be liable for bullying between students based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A fundamental problem with provincial legislation is that it is usually only
applicable to individual acts of discrimination, not systemic discrimination.
[Slide 12]
One province, Quebec, introduced a much more comprehensiv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in 1975, that goes beyond individual discrimination. It inclu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such as a minimum salary and standard of living, as well as
the right to work and to social security.
[Slide 12]. Some of the drawbacks of provincial legislation is that they do not create
substantive rights to equality; they have limited jurisdiction, and as they are ordinary
pieces of legislation, they can be repealed at any time. Other than in Quebec, they cannot
deal with systemic discrimination and they usually have ineffective remedies.
The earliest expression of the right of equality for all Canadian citizens occurred
1970, when the federal government introduced The Canadian Bill of Rights, [Slide 13]. It
protects numerous right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n, equality right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nd rights to fundamental justice, and the right to counsel.
The equality right consisted of two rights: the right of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The Bill of Rights suffered some of the same
weaknesses of provincial human rights legislation - it was not a constitutional document,
and did not have immunity from being repealed at any time. It only applied to laws and
ac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best a court could do when laws conflicted with
3) For example, see Bliss and Brooks cases,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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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rotections was to find that unless Parliament expressly stated that the Bill of Rights
did not apply, discriminatory laws could be found to have no force or effect. This
loophole allowed the federal government to discriminate at will if they so wished.
During the 1970’s, the Supreme Court of Canada decided ten cases under the equality
section of the Bill of Rights. Only one was successful. Most of them failed because the
right was either interpreted as being procedural only, or because the definition of equality
was not broad enough to cover the complaint.
A federal Human Rights Act was passed in 1977 in an attempt to correct the
short-comings of the Bill of Rights. Pay equity provisions were added whereby an
employer is required to pay employees equally for work of equal value.
But it was also limited to the federal jurisdiction and was ordinary legislation which
could be repealed at any time. [Slide 14]
These constitutional and legal limitations led to the next and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in Canada, which was the passage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in 1982. [Slide 15].
This new law supersedes both federal and provincial law, has constitutional status, can
strike down legislation that does not meet its requirements and was permanent. Citizens
rights now had the right to sue the government if laws, ac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violated their Charter rights.
The primacy and permanency features of the Charter were what distinguished it from
ordinary human rights legislation.
During the drafting process, because of the past failed history of human rights
protections, equality seekers played a very significant role in the efforts to obtain
comprehensive and effective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in the Charter. As a result
of the largest lobbying and participatory effort ever mounted by ordinary citizens,
particularly women,4) very broad and comprehensive equality guarantees were entrenched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a specific section was included to ensure that Canadian
women would enjoy a status equal to that of Canadian men.5)
4) See Penny Kome, The Taking of 28 (1983); Chaviva Hosek, Women and Constitutional Process, in No
One Cheered 280 (Keith Banting & Richard Simeon eds., 1983); Lise Gotell, The Canadian Women’s
Movement, Equality Rights and the Charter. (1990).
5) See Katherine J. de Jong, Sexual Equality: Interpreting Section 28, in Equality Rights and the Can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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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ter equality section guaranteed no less than four equality rights, stated as
follows: [Slide 16]
s. 15 (1) Every individual is equal before and under the law and has the
right to equal protection and equal benefit of the law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particular,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national or ethnic
origin, colour, religion, sex, age or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The right was strengthened by an affirmative action section to protect equality
initiatives from attack. It tied anti-discrimination to the concept disadvantage:
[Slide 17]
(2) Subsection (1) does not preclude any law, program, or activity that has
as its object the amelioration of conditions of disadvantaged individuals or
groups including those that are disadvantages because off race, national or
ethnic origin, color, religion, sex, age, or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By using the wording “including …” the door was left open for other disadvantaged
groups to claim the equality rights. [Slide 18]
In addition to the four substantive equality guarantees and the protection of affirmative
action, the Charter also contains an over-arching interpretive statements protecting
multiculturalism. Section 27 of the Charter states:
This Charter shall be interpre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ulticultural heritage of Canadians.
[Slide 19]
Recognition of equali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enhanced by the other interpretiv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493-528 (Anne F. Bayefsky & Mary Eberts eds., 1985); Section 28 was
intended at minimum to sensitize the judiciary to women’s inequality,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it has done so. See Gwen Brodsky & Shelagh Day, Canadian Charter Equality Rights for
Women: One Step Forward or Two Steps back? 81-83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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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s for women and multicultural communities, however, was only the first step
towards securing equality rights. It was well understood that entrenched, comprehensive
equality rights would not bring about equality on their own. In order for people to
become true equal bearers of rights under the Charter, the definition and content of
equality rights and concepts would have to be challenged, and the legal norms of
existing societ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premised on inequality would have to be
changed.6) Even the government recognized that many Canadian institutions were built on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so they postponed the equality rights for three years to
give both provincial and federal governments time to change their laws and practices.
During those three years, equality seekers formed litigation groups [Slide 20] such as
the Women’s Legal Education Fund and EGALE – Equality for Gays and Lesbians
Everywhere which continue to play a significant role by using litigation and other
strategies to clarify and develop equality theory so that the Charter’s promised of equality
will be realized in the courts.7) Litigants took cases to the courts under the Charter to
claim their equality rights as they perceived them to be, while others, including Canada,
resisted the type and extent of equality rights claimed.
By far the most difficult and contentious issue continues to be the definition of
equality. For thousands of years, equality has been a topic which engenders ideological
debates featuring very divergent theories and policy choices. Few principles attract a wider
range of visceral debate. It is therefore not surprising that the Courts today have had some
difficulty in developing a single approach to equality rights or a general definition of
equality sufficient to obscure fundamental differences in approach. In a society where
inequalities are persistent and pervasive, the potential for the judiciary to use equality
rights as a redistributive tool for legal and material entitlements is obvious. Perhaps this
explains the often cautious approach of the courts to the interpretation of equality rights
on the one hand, and the political anxieties and high levels of frustration of equality
seekers on the other. Activists and equality scholars were very aware of these long

6) See Mary Eberts, Sex-based Discrimination and the Charter, in Equality Rights and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183, 199 (Ann F. Bayefsky & Mary Eberts eds., 1985)
7) See Yvonne Peters, Twenty Years of Litigating for Disability Equality Rights: Has it Made a Difference?
An Assessment by the Council of Canadians with Disabilities http://www.cconline.ca/publications/20yrs/20
y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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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debates and employed strategies to address them. One of the approaches was
strategic litigation. This was greatly assisted by the Court Challenges program, a program
set up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fund groups such as those in the slide to take
equality cases before the courts. [Slide 21]. As far as I know this program is unique in
the world. In addition to the Court Challenges program, some of us believed that even
this was not enough. If judges themselves were unaware of the impact of inequality on
peoples lives as well as the complex and developing world of equality theory, the chance
of achieving real equality was remote. After all, they were the ones who would define
equality under the new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So what was lobbied for
and achieved were creative, holistic judicial education programs on gender, race,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and all the other grounds so that when judges were required to deal
with discrimination they w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o they were dealing with
and what their lives looked like. [Slide 22]. Legal academics, including myself, became
involved in judicial education projects to help them to understand what equality seekers
were attempting to do and demonstrate how previous court decisions were contrary to the
goal of the Charter. This proved to be effective, particularly during the earlier days of
Charter interpret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objectives was to make the judges aware
of equality theories, especially the difference between formal and substantive equality.

3. Concepts of Equality
a) Formal Equality
Formal equality is a concept which has been discussed and debated since Aristotelian
times. It basically stands for the proposition that all persons who are in the same situation
must be accorded the same treatment. In order to make a claim for equal treatment, an
individual or group must be able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the same as the norm but
they are not being treated the same. [Slide 23]
Early feminists8) successfully used the formal equality concept to advance equality for
women by insisting that women are in fact the same as men and therefore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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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the same as men. Canadian women9) used formal equality to demand the right to
vote, to hold public office, to participate in the professions, to hold, use, and enjoy
property on the same basis as men during and outside marriage, and to have equal
custody and guardianship of their children.10) The problem was that formal equality was
of no assistance when the discrimination was imposed because of difference.
In the case of Attorney General of Canada v. Lavell11) for example, the Court upheld
a section of the Indian Act which deprived Indian women, but not Indian men, of their
membership in Indian band if they married non- Indians. The Court did not consider the
inherent unfairness or adverse effect of the Indian Act on Indian women caused by the
law, because Indian women were not the same as Indian men and therefore their legal
treatment could not be compared. When institutional inequality places the disadvantaged in
situations that are the most factually “unalike” to those who are advantaged, applying the
Aristotelian test, will inevitably lead to the perpetuation of their inequality.
This phenomena re-appeared in the case of Bliss v. Attorney General of Canada12)
where the Court was asked to consider a case alleging pregnancy discrimination. [Slide
24] In this case, the Court came to the counter-intuitive conclusion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pregnancy was no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The Court drew a
distinction between a practice that disadvantages women in a way that only women can be
disadvantaged, and a sex-discriminatory practice. Men do not get pregnant. At best, one
could say the very restrictiv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in Bliss confined judicial
scrutiny of sex to an abstract calculus without considering its components or
consequences.
Clearly in both these pre-Charter formal equality cases the Court embraced the view
that the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was a negative right. The scope of the right
was not broad enough to include positiv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enjoy an equal share
of societies’ benefits. Nothing in the formal equality approach defines all human beings as
8) Mary Wollstonecroft,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Prometheus 1989) (1792)
9) The women in question were white women as the norm was that white men had the right to vote.
Women and men of color did not obtain the right to vote in Canada until much later.
10) See the history of equality in Mary Eberts, Sex-based Discrimination and the Charter, in Equality Rights
and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183 (Anne Bayefsky & Mary Eberts eds., 1985)
11) [1974] S.C.R. 1349
12) [1979] 1 S.C.R. 183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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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Much later when this matter came up for discussion under the Charter equality
provision, one of the judges remarked that Hitler’s Nuremberg laws could be justified
under the formal equality approach. Jews were found not to be the same as Germans and
as long as all Jews were being treated the same, the laws were not discriminatory.
A key part of the analysis of discrimination is the standard against which it is
measured. The Aristotelian principle asserts that everyone must be treated the same. But
then the question is, the same as whom? In practice, the dominant group is usually the
norm. In Canada under the Bill of Rights, the male standard defined the scope of the
equality principle so pregnant women could not succeed using the equality rights. In the
Bliss and Lavell cases, the women were being treated differently than men but the courts
found that their complaints did not amount to discrimination when put up against the male
standard, prompting one leading feminist scholar to remark, “If men don’t need it, women
don’t get it.”13)

b) Substantive Equality
(i) The Andrews Approach
The first post-Charter equality case to reach the Supreme Court of Canada was the case
of Andrews v. 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14) The lower Court had adopted the
formal equality definition that persons similarly situated should be similarly treated. But
on appeal, the Supreme Court rejected formal equality. Instead, it ushered in a
revolutionary new context-sensitive test requiring that any law or policy which
differentially treated those within the enumerated grounds must “promote equality” in
order to survive constitutional scrutiny. The Court wrote that “the entire social, political
and legal fabric of our society,” rather than distinctions made by law, define equality
claims. [Slide 25]. Realism suddenly became the bedrock of equality law and expanded its
reach. The Courts finally had to deal with the messy reality of life when deciding equality
claims. The focus on advantage and disadvantage rather than equivalence and

13) Catherine A. MacKinnon, Reflections on Sex Equality under Law, 100 Yale L.J. 1281. (1987)
14) [1989] 1 S.C.R.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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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on revealed that the Court understood that social inequality does not necessarily
exist because of difference but rather because of hierarchy. The test for discrimination
was whether or not the impugned law furthered the disadvantage of an already
disadvantaged group. [Slide 26]
The five key holdings of the decision are as follows: [Slide 27]
1) The interests protected by s. 15 must be determined by way of a generous
interpretation using a purposive approach;
2) The meaning of equality as a comparative abstraction is rejected in favour of an
effects-based approach where intention need not be proven;
3) The similarly-situated test is rejected;
4) The finding of discrimination requires harm, prejudice, or disadvantage;
5) The scope of the equality guarantee is limited to the categories within the section or
grounds analogous to them.
The jurisprudence was clear: equality does not necessarily connote identical treatment
and, in fact, different treatment may be called for in certain cases to promote equality…
……
In 1989, the Supreme Court re-visited Bliss, the pregnancy case decided under the Bill
of Rights in a similar pregnancy discrimination case.15) [Slide 28] The decision charted a
new course with respect to gender equality. They said that women’s experience is quite
different than that which was reflected in the male-defined jurisprudence. The Court
recognized that only women get pregnant and their disadvantage came about because of
the condition of pregnancy – because of women’s difference from men.
In another sex equality case,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overturned a lower
court’s decision which had concluded that sexual harassment did not constitute sex
discrimination, based on a formal equality analysis. The Court once again explicitly
rejected the “sameness” reasoning, replacing it with an analysis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and how it has a differential impact on women in
the gender hierarchy existing in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was defined as “practices
15) Brooks v. Canada Safeway [1989] 1 S.C.R. 1219.

Legislating for Equality: Challenges Ahead ❙

43

or attitudes which have the effect of limiting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of, or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d on the basis of a characteristic of
gender.”16) Sameness of treatment by comparison to males was not considered at all.
Another example was the Lavallee case. This was a criminal case of self- defence
where a battered woman shot her partner in the back and killed him. She was charged
with murder and plead self-defence. The lower courts rejected the defence holding that it
doesn’t apply unless the defence is used during or just before an imminent deadly attack.
She won at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 Court found that the self-defence defence was
based on a bar room brawl model which assumes combatants of equal strength. The court
said that the defence was gender biased as women could rarely use it because they don't
defend themselves in the same way as men do.
In the Vriend case,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province of Alberta’s human
rights legislation was discriminatory when it deliberately decided not to protect gays and
lesbians from discrimination and ordered the province to amend their legislation.
In a disability case, a deaf woman successfully claimed her equality rights to require a
hospital to provide sign language translation so that she could communicate with her
caregivers.
In a hate speech case the Court held that where hate speech laws were challenged as
being in violation of the free speech principle, the Court had to consider the impacts of
the hate speech on the equality rights of its targets. In other words, the free speech
guarantee must be read with the equality guarantee in determining the scope of its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 Court found on the evidence that hate speech reduces its
targets rights to equality. On the other hand, legislation that prohibits hate speech furthers
equality of disadvantaged groups and as such, is constitutional. The same argument
succeeded in the case involving the distribution of hate literature targeting the gay
community. It also was the rationale for finding that laws prohibiting violent degrading
pornography and child pornography were constitutionally sound.

(ii) Emergence of the Dignity Standard
During the first decade of equality jurisprudence, the commitment to substantive
16) Id. At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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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was clear yet there were still unanswered questions. [Slide 29] Questions like:
what is the ingredient that turns a personal characteristic into an analogous ground? What
makes the use of an enumerated ground discriminatory? The type of distinction or the
type of impact? One judge introduced the idea that human dignity was the key. This lead
to deep divisions on the Court lead opened the door for the quest for a unifying principle.
During this time a case came forward to challenge the Old Age Security Act which
denied benefits to a person in a same sex relationship. The decision of the Court raised
doubts about the most basic holding in Andrews, namely that s.15 requires the promotion
of equality for disadvantaged groups to be found constitutional. Even though the Court
unanimously held that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is prohibited, the majority of the
Court nevertheless foun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was to promote marriage for
procreation and thus was non- discriminatory. It held that the Act did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because in addition to same sex couples, some other
opposite-sex couples such as brothers and sisters living together were also excluded from
receiving the benefit.
Four dissenting judges held the statutory exclusion deprived homosexual couples of
“dignity.” Their analysis found them to be a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which has been
marginalized and deprived of social regard and social choices. The simpler Andrews test
– whether the legislation promoted the inequality of a historically disadvantaged group and
thus was discriminatory, was not applied.
This case should have been an easy case to decide a breach of s. 15. But the Court
chose to retreat back to what suspiciously looks like the similarly situated test, even
though it claimed to be rejecting the formal equality approach. Perhaps the Court had
some qualms in finding discrimination because the subject matter of the case involved
same sex partners. Or perhaps they were reluctant to enter into the realm of ordering the
government to incur financial costs. However, in a case, which followed shortly thereafter,
the Court, found the province of Alberta’s failure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was unconstitutional. The leading case for failure to provide equal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or indirect discrimination was the Eldridge case where
a deaf woman was unintentionally denied sign language translation in the hospital. The
Court also said she was denied her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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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Law approach
[Slide 30] In 1998, the Supreme Court united around a single approach to equality and
discrimination, saying that the purpose of s. 15 wa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essential
human dignity and freedom through the imposition of disadvantage, stereotyping or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

17)

[Slide 31] The approach to determining whether discrimination occurred, required the
claimant answering questions about the purpose of equality, the relevance of different
treatment to its objective and its impact on prior disadvantage.
The difficulty in using the human dignity standard as a threshold test is that it has
many meanings and it is not clear from the jurisprudence what the definition is. It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vague, confusing and burdensome to equality claimants.”18)
Some have called it “hopelessly abstract,” and placing too heavy of a burden on plaintiffs
to prove their dignity has been compromised.19)
Because human dignity means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contexts,
it is sometimes criticized as an empty vessel into which almost anything can be poured.
There is also the fear that it will simply remain empty.”20)

(iv) The Weakening of Substantive Equality
[Slide 32] In cases decided subsequent to the adoption of the dignitary approach, two
thirds of the equality cases were dismissed at the dignity stage of the analysis.21)
17) [1999] 1 S.C.R. 497.
18) Peter W. Hogg, Constitutional law of Canada (Toronto: Carswell, 2003 student ed.) at 1030;
19) Christopher Bredt and Adam Dodek, “Breaking the Law’s Grip on Equality: A New Paradigm for Section
15” (2003) 20 S.C.R. (2d) 33 at 47. See also C.D. Bredt & I. Nishisato, “the Supreme Court’s New
Equality Test: A Critique” (September-October 2000) 8 Canada Watch 16, as cited in Bruce Ryder,
Cidalia Faria and Emily Lawrence, “What’s Law Good For? An Empirical Overview of Charter Equality
Rights Decisions (2004) 24 S.C.Rev. (2d) 103.
20) Sheilah Martin, “Balancing individual Rights to Equality and Social Goals,” (2001) 80 Can Bar Rev. 299,
329-332.
21) In the lower courts 71% of unsuccessful equality claims since Law have failed at either the differential
treatment or prohibited ground stages of analysis, while 14.5% have failed at the human dignity stage. In
the Andrews era, 15.8% of s.15 claims failed at the discrimination stage of the analysis in the lower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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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ust ask if this new approach is this really just a restatement of the “similarly
situated” test? If so, how is it different than the Aristotelian vision of formal equality?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approach? If as a general rule, it is not discriminatory
to treat likes alike and unalikes, unalike, what differences would be relevant in this
context?
The formal equality approach underlies a series of more recent cases.22)
A case in point23) was where the majority of the Court upheld the Criminal Code
provision which exempted parents, guardians, and teachers from prosecution for assault
when they use reasonable force to discipline children in their care. Although the court
found children to be members of a vulnerable group, there was pre-existing
disadvantage, that children’s physical integrity was at stake; the Chief Justice
nevertheless concluded the differential treatment on the basis of age was not
discriminatory because the legislation had a rational basis - it corresponded with the need
to use corrective and reasonable force in some circumstances. Allowing the rational basis
reasoning to trump the other three factors too easily undermines substantive equality.
Another troubling recent case that appears to revert to the formal equality standard
decided that a refusal by government to provide behavioural therapy for autistic children
was not discriminatory.24) The therapy costs between $45,000 and $60,000 per year. The
trial Judge found that the treatment is the only known effective treatment and can increase
the chances that an autistic child will be able to function in society. But the higher Court
unanimously held that there was no breach of Charter equality rights. The court reasoned
that because the law did not say any Canadian will receive funding for all medically
required treatment but only core medical treatment, the treatment in question was
non-core and at the provincial government’s discretion to fund. Further the Court held that
because the therapy providers were not designated as “health care practitioners” under the
partial health care plan, the therapy was not a benefit provided by “law.”

22) See Siemens v. Manitoba (Attorney General) [2003] 1 S.C.R. 6; Winko v. British Columbia (Forensic
Psychiatric Institute, [1999] 2 S.C.R. 625; Delisle v. Canada, [1999] 2 S.C.R. 989; Nova Scotia (Attorney
General) v. Walsh, [2002] 4 S.C.R. 325.
23) [2004] 1 S.C.R. 76.
24) Auton (Guardian ad litum of) v. British Columbia (Attorney General) (2004), 243 D.L.R. (4th) 1, [2004]
S.C.J. No. 71 (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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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distinguished the case where the deaf patient was able to demonstrate
discrimination when she did not receive sign language translation, by saying that in that
case, the claimant had been denied a benefit that had already been conferred by law,
albeit only to the non-hearing impaired. In this case the Chief Justice set out the proper
comparator group as being “a non-disabled person or a person suffering a disability for a
non-core therapy important for his or her present or future health, which is emergent and
only recently becoming recognized as medically required.”25)

4. Conclusion
The equality rights under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have gone
through at least three stages of development since they came into effect in April, 1985. At
each stage the Court re-iterated that substantive equality was of central importance. While
it is clear that equality rights are not meant to review all legislative distinctions, the Court
has repeatedly said one of its major purposes is to provide a means for disadvantaged
people to seek recourse when laws either further or fail to decrease their disadvantage.
However, in recent cases, doubt has been cast on these assurances. It appears that equality
jurisprudence has taken a direction towards a much narrower interpretation. This will have
implications in future decisions regarding the scope of governmental obligations. The
distinction between core and non-core services discussed in Auton will need further
commentary in future cases, as the Court declined to give much information on what it
considered to be “core”. On comparator groups, the identification of the appropriate
comparator group now appears to be a crucial part of the analysis. The degree of
specificity will likely set up barriers for claimants in future as it appears very difficult for
them to meet the requirement that the comparator group mirror the group to which the
claimant belongs, especially where the claim relates to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pregnancy.
But as discrimination continues to occur and as new issues emerge, the work of
defending equality rights is ongoing. As people mobilize for their rights through
25) Ibid., at para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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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and action, equality guarantees must continue to evolve in response. Canada’s
legal system has been called “a living tree” because its laws can be adapted when people
claim their human rights. How to make them a reality for all is part of our ever-evolving
human rights conversation.
Relatively new issues like the right to privacy in an Internet age and prevention of
cyber-bullying are now entering public awareness. The equality rights of Aboriginal
peoples and linguistic minorities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yet still unresolved. It is not
uncommon to hear Canadians speak today of clean water, gender identity, access to the
internet or natural resources in term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e rights revolution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and there is no limit to how it
might develop in the future. I wish you well in your human rights journey. I hope the
Canadian experience and the lessons we have learned will, in some small way, contribute
to South Korea’s deliberations on finding the best possible solutions for equality for your
citizens going forward. It will be an exciting journey I am sure.
[Slide 33]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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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역사와 방향
Anti-Discrimination Law in South Korea:
Its Evolution and Way Forward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역사와 방향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인식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직과 권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은 인권위의 권한들 가운데 하나로 차별의 조사와 시정을 규정함으로써 차별
의 개념과 유형 및 구제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써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
다. 그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고용상 성차
별금지법 등이 차별금지사유별 또는 차별금지영역별로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적 차
별금지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다양한 차별금지사유 및 차별금지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각각의 개별적 차별금지사유나 차별금지영역을
규율하는 몇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동시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적 차별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 인권위원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1)과 함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입법례와 상당히 흡사하다.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차별의 시정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체계상의 불일치로 인해 혼
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공존한다. 이에 따라 통합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호주인권위원회법(AHRCA)은 차별금지사유로 인종(race), 피부색(colour), 성별(sex), 종교(religion),
정치적 의견(political opinion), 출신국가(national extraction), 사회적 출신배경(social origin)을 열거하
고 있어(동법 제3조 제1항)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호주인권위원회법은 차별
금지영역을 고용영역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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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1. 역사
인권위법은 2001년에 제정되었다. 입법목적에서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
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밝히고 있듯이 인권위의 설치가 이 법의 주된 목적이
고, 이를 통해 인권의 보장도 입법목적으로 추가된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 이와 동시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위한 시민단
체가 발족하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을 벌이면
서 국가인권기구의 출범은 3년 동안이나 지체된다. 마침내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
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인권위법은 무엇보다도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의 조직에 대해서 규율한다. 인권위
는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인권위원은 상임이
고, 그 밖의 인권위원은 비상임이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4명의 인권위
원은 국회가 선출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인권위원은 대통
령이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의 인권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인권위법 제5조 제2
항).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수장이 인
권위원을 균등하게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외관을 갖춘 것이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세 개의 국가기관이 각각 세 명의 구
성원을 선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교수, 법률가, 인권
활동가 등을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5
조 제3항).2) 지금까지 임명된 인권위원들 가운데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2)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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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의 필수적 덕목인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다수 포
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어쨌든 인권위원의 공정
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원에게는 임기가 보장되고(임기 3년: 동법 제7
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
분이 보장된다(동법 제8조). 또한 인권위원은 일정한 직책의 겸직이 금지되고(동조
제10조 제1항),3)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됨으로써(동조 제2항) 공정성과 독립
성이 보장되기도 한다. 인권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및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입법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권위의 구성에
서 다양성은 필수적 덕목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구제와 차별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밖에
도 인권에 관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
보, 인권 관련 국제기구 등과 교류 및 협력 등도 인권위의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인
권위법 제19조).4) 특히 인권침해구제와 차별구제와 관련하여 조사와 권고의 권한을
가진다. 인권위의 조사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나 직권으로 시작된다(동법 제30조 제1
항 및 제2항). 인권위는 조사 중 또는 조사가 끝난 뒤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① 대학이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
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④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정당의 당원, 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동법 제9조 제1항).
3) 인권위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으로는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② 다른 국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③ 그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
는 업무가 있다.
4) 인권위법이 열거하고 있는 인권위의 업무는 열 가지다: ①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②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인권상황
에 대한 실태 조사, ⑤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⑦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⑧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⑨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⑩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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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피진
정인 등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데 권고의 내용에는 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
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리고 ④ 법령⋅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포함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인권위의 권한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결정만을 할 수
있어 권고를 받은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도 있다. 하지만 차별의 시정은 자율적 분쟁해결이 원칙이 되어야 하므로 인권위는
그러한 자율적 분쟁해결을 중재하는 중립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권한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인권위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인권위의 권고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인권위에 강제력을 가진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볼 수는 없다. 자칫 인권위가 강제력을
가진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권위는 차별의 시정과 구
제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적 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5) 우선 장
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동법
제2조).6) 이 법률에 따르면 장애차별에는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이 포함되고,
5)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으니 부칙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8년 4
월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
적 쟁점, <안암법학>(안암법학회), 제34호(2011), 101면 이하 참조.
6) 세계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규정된 장애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 오욱찬, 차별금지의 대
상으로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연구, <비판사회정책>(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제53호(2016), 455면 이하 참조. 특히 미국과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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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도 장애차별에
해당한다.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도 장애차별에 포
함되고, 장애인 관련자나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차별행위도 장애차별
에 해당한다. 장애차별에서 특수한 개념인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
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로 정의된다(동법 제4조 제2항).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이로 인해 “과도한 부
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4
조 제3항 제1호).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별로 보면서
도 과도한 부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별에서 배제함으로써 합리적인 균
형점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으로는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
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이 있
다. 특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
어적 행위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차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동법 제46조 제1항), 법원은 차별과 관련된 소송에서 임시
조치를 명하거나 적극적 조치를 판결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제1항). 장애차별의 경
우에 악의적인 차별은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7) 여기서 악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된다(동
법 제49조 제2항). 장애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제3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이해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을 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제1항). 차별의 시정을 위해 법원의 임시조치나 적극적
조치,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두
드러진 특징이다.

에 규정된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임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
의 정의에 대한 해석론 연구 - 비교법적 분석ㆍ검토를 통한 논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노동법논
총>(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제37집(2016), 355면 이하 참조.
7)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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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약칭)이 공식적인 명칭이다.8) 2008년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
법’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들이 삽입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연령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연령차별의 예외, 시정 및 구제의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
다. 연령차별이 금지되는 고용영역에는 ① 모집⋅채용, ②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 교육⋅훈련, ④ 배치⋅전보⋅승진, ⑤ 퇴직⋅해고가 포함된다(동법
제4조의4 제1항). 이처럼 연령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사유가 연령으로 한정되고, 차별
금지영역도 고용에 한정되어 있어 대표적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연령차
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동법 제4조의6 제1항), 국가인
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동법 제4조의7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차별의 시정을 위한 행정적 강제수단으로 규
정되어 있다는 점이 연령차별금지법의 특징이다.

3.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는 2014년에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된다.9) 이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
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
준법을 준용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
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된다
(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을 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위하여 조사나
심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나 연령차별금지법과 달리 진정은 인권위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8) 연령차별금지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 이준일, 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 – 미국ㆍ네덜
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학회), 제19권 제1호(2008), 105
면 이하 참조.
9) 연령차별금지법을 포함한 고용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노상헌, 고용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제도
의 법적 쟁점, <서울법학>(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0권 제3호(2013), 3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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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와 독
립되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인권위법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이 차별금
지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과 더
불어 인권위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도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경우에 인권위와 노동위원회의 업무가 중첩될 가능
성이 있다.

4. 고용상 성차별금지법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의 정식명칭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약칭)이다. 종래에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이름으
로 존재했지만 2007년 현재의 법명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차별이 금지되
는 고용영역에는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도 이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2조).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즉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에 해당하
지 않는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도 차별
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
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고용상 성차별은 자율적 분쟁해결의 원
칙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시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은 인권위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인권위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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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별금지법의 쟁점
1. 차별의 개념과 유형 및 예외
(1) 차별의 개념
차별은 기본적으로 특정인(또는 특정 집단)을 다른 사람(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 결국 차별은 평등과
배치되는 개념이고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을 내
용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인데도 차등적 대우를 하거나 본질적으
로 상이한 대상인데도 동등한 대우를 하면 차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차별은 본질
적으로 동일한 대상인데도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 또
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상인데도 특정인은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거나 유리하게 대
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불리한 대우 또는 유리한 대우는 분리
(segregation), 분류(classification), 구분(distinction), 제한(limitation), 배제(exclusion), 거
부(denial), 거절(refusal)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거나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해도 거기
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된다. 흔히 괴롭힘(harrassment)도 차별
의 개념에 포함되고, 성희롱(sexual harrassment)은 특수한 형태의 괴롭힘으로 차별에
해당한다. 현재 인권위법에는 간접차별과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등은 차별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모두 이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본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도와주는 장애
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도 포함시키고, 장애인차별을 내용으로 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를 장애차별로 보고 있다. 광고를 수단으로 하는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차별금지사유의 경우에도 광고를 수단으로 하는 차별행위
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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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의 유형
차별은 차별사유와 분리될 수 없는데 현재 인권위법은 차별금지사유(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로 19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
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
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이 그것이다(동법 제2조 제3호).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처럼 상세하게 차별금지사유
를 열거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10) 이것은 한국에서 차별이 다양한 영
역에 매우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차별이 빈틈없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또한 차별은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인권위법에 따르면 차별금지
영역에는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이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3호). 고용(직장), 거래, 교육(학교)은 차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므로 인권위법은 이 세 가지 차별금지영역의 설정으로 대부분의 차
별금지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용상
성별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은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
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또한 연령차별금지법에도 간접차별
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간접차별은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동법 제4조의4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간접차별에 관한 규정
10) 예컨대 비교적 상세하게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캐나다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은 차별금지사유로 다음과 같이 13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인종(race), 출신국가 및 출신민족(national
or ethnic origin), 피부색(colour), 종교(religion), 나이(age), 성별(sex),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별정체성(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혼인 여부(marital status), 가족상황(family status), 유전적 특징
(genetic characteristics), 장애(disability), 실효된 전과(conviction for an offence for which a pardon has
been granted or in respect of which a record suspension has been or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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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
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된다(동법 제4조 제2호). 종합하면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가해지는 직접차별과 달리 간접차별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발생한 차
별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차별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별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다
는 점에서 차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간접차별이 차별의 개념에 포함되면 차별의 존
재를 입증할 때 입증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인권위법과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은 내용
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인권위법에 따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
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동법 제2
조 제3호 라목)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은 “사
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
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
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동법 제2조 제2호). 하지만 양자는 적용대상에 차이를 보일 뿐 지위이용,
업무상 관련성,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등 그 본질적인
구성요건에서는 차이가 없다.

(3) 차별의 예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동일한(차이가 없는) 비교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
하거나 본질적으로 상이한(차이가 있는) 비교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하면 원칙적으로
차별에 해당하되,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본질적으로
상이한 비교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더라도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예
외적으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어서
차등적으로 대우하거나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과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차등적으로 대우
하거나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상이한데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동등하게 대우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애초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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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별에는 해당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이 정당화되어 차별의 예외에 해당하
는 경우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구분하면 양자는 구별되지만 양자는 모두 ‘차별로 보
지 않는다’라는 규정형식을 통해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권위법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
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동법 제4조 제4항)는 차별의 예외로 보아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에 따르면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
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를 하는 경우, ③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1호). 한편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의 예외로 본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
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
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동법 제4조의5).
일반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의미하는 진정
직업자격요건(bona fide occupational requirement)이나 적극적 조치 또는 모성보호보치
등이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차별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11) 한국의 차별금
지법들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성별의 차이를 바탕으로 취해지는 모성보호조치처
럼 애초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적극적 조치처럼 차별에 해당하지만 합리적
인 이유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11) 캐나다인권법(CHRA)도 차별의 예외로 진정직업자격요건과 모성보호조치를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
15조 제1항). 또한 호주인권위법(AHRCA)도 진정직업자격요건(inherent requirements of the job)을 차
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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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시정기구
차별의 피해자는 차별시정기구에 진정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한국
에서 차별시정기구는 대체로 인권위로 통일되어 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차별을 강제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기관
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근거가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마다 별
도의 행정기관이 차별시정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의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 연령차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권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율적 분쟁해결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은 근로자 중에서 위
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법
은 성별을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고 있고, 고용은 핵심적인 차별금지영역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성희롱을 포함한 고용상 성차별은 인권위를 통해 시정되거나 구제받을
수 있다. 차별시정기구는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
직한 입법방향이고, 거듭 강조하지만 차별의 시정과 구제는 자율적 분쟁해결방식이
바람직하므로 강제력이 부여된 분쟁해결을 위해 별도의 행정기관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여 차별시정기구를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차별의 시정 및 구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권위가 권고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내용에는 ① 조사대
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 포함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자율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차별행위의 중지와 진정한 사과, 원상회복과 적정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의 약속이 필수적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위법에서 제시
된 차별의 시정과 구제를 위한 개별적 조치들은 그러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②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④ 그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에 시정명령이 발해질 수 있다(동법 제43조 제1항). 이러한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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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의 중지, ② 피해의 원상회복, ③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그밖
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동조 제2항). 이와 유사하게 연령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
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4. 그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동법 제4조의7 제1항). 이러한 시정명령에는 ①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② 피
해의 원상회복, ③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그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가 포함된다(동조 제2항). 한편 비정
규직차별금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발할 수 있는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
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
정기관의 시정명령 이외에도 법원의 임시조치나 적극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고, 심지
어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
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임시조치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으로 보인
다. 더욱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차별의 시정은 자율적 해결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인권기구의 권고 이외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시정
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권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악의적 차별에 국한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행위가 형벌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의 차별시정절차는 합의제도와 조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인권위법 제40조).
한편 당사자의 신청이나 인권위의 직권으로 일정한 진정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조정위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재판상 화해
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동법 제43조). 인권위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
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차별행위에 대
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도 가진다(동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관련 기관
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동법 제47조 제1항). 다만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법
원의 구제를 원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보다 앞서 구제절차를 진행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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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소송지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최근의 쟁점들
1. 통합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인권위법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인권위법은 인권위의 조직과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에서 반드시 담
아야 할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는다. 예컨대 전형적인 차별의 유형인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별의 지시나 조장 또는 보복행위(retaliation)12)에 관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완벽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은 현재의 인권위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
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의 체계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차별시정기구가 혼재되어 있
고, 각 법률마다 차별시정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통일적인 차별판단기준이 제시되기
위해서라도 차별시정기구가 통일되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3)

2.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
한국에서 통합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열거할 것인지가 통합 차
별금지법의 제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12) 캐나다인권법(CHRA)에 따르면 보복행위는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
하여 보복하거나 보복하겠다는 위협하는 것(to retaliate or threaten retaliation against the individual
who filed the complaint or the alleged victim)”으로 정의된다(동법 제14.1항).
13) 통합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준일,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적
고려사항, <의정연구>(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20권 제1호(2014), 251면 이하 참조. 그
밖에도 사적 자치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박신욱, 차
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을 위한 허용되는 차별대우 연구, <비교사법>(한국비교사법학회), 제22
권 제3호(2015), 117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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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성적 지향이 통합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
기 때문이다.14) 통합 차별금지법에 관한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법무부 앞에서 반대시
위가 벌어지고,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곧바로 국회 앞에서 반대시위가 벌
어지거나 개별 국회의원실들을 상대로 위협에 가까운 반대로비가 벌어진다. 이에 따
라 실제로 여러 차례 발의된 정부안이나 의원안이 폐기되었다.15) 하지만 이미 인권
위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성적 지
향이 삭제되는 퇴행적 입법방향은 정당하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기독교단체가 반대
하는 성적 지향이 통합 차별금지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
교인들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동성애자에게 보장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기독교인들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얼마든지 조화와 균형을 이
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무
조건 반대하기보다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키되 동성애를 금지하는 교리에 충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차별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혐오표현
최근에 한국에서도 특정한 소수자집단을 향해 가해지는 경멸적, 모욕적 표현이 문
제되고 있다. 흔히 혐오표현(hate speech)으로 불리는 이러한 표현은 소수자집단에 대
한 반감과 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harrassment)에 해당한다. 괴롭힘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모
욕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언행과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물론 혐오표현은 상대방
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실
제로 한국 형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여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 언사
를 처벌한다. 다만 현재의 입법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
14)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지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 제16권 제3호(2014), 121면 이하 참조.
15) 정부안은 2007년에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17대 국회에서는 노회찬 의원안, 제18
대 국회에서는 권영길 의원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김한길
의원안, 최원식 의원안, 김재연 의원안이 제출되었으나 자진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특
히 2007년 정부안에 대해서는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 국
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안
암법학>(안암법학회), 제25호(2007), 15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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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면에 혐오표현은 전형적인 차별행
위로 차별금지법에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Ⅵ. 맺는 말
한국은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여러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독특한 차별금
지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법 상호간에 논리적, 체계적 일관성이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지점이 발
견된다. 여기서 통합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욱이 일
반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개념들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라도 통합된 차별금지법은 시급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통합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성적 지향의
포함을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의 자유는 어느 한쪽만이 일
방적으로 관철되지 않고 균형과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통합된 차
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인권국가의 시금석 앞에 마주 서 있다. 인권국가로 향하는
전향적 길을 선택할 것인지, 반인권국가로 향하는 퇴행적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
로지 시민에게 주어진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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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Discrimination Law in South Korea:
Its Evolution and Way Forward
Prof. Dr. Zoonil Yi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In Kore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s enacted as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In addition, the Act on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the Age Discrimination Act,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Act, and
the Sex Discrimination Act on the Employment have been enacted as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laws. Each anti-Discrimination act defines the concept, types and
exceptions of discrimination, institution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and procedures for
correcting and remedying discrimination. In general, discrimination includes direct
discriminat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is also included in
discrimination. But harassment is not understood as discrimination, except for harassment
to the disabled. Indeed,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s, maternity protection and
affirmative (positive) actions do not constitute discrimination. Basically, the institution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i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addition,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power to order corrective actions act as agencies to correct
discrimination. Currently legislative movements are being actively pursued to enact unified
anti-discrimination law. However, as the opposition of christian organizations to
homosexuality has increased over the inclusion of sexual orientation as a reason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enactment of an integrated anti-discrimination law is
delayed.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ideal of equality, a unified anti-discrimination
law should be enacted. In particular,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abhorrent expression
against minority groups is increasing, the hate speech is necessary to be included in
discrimination as a form of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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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

구조적 차별과 공동체의 책임
Equality for Everyone: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Community Responsibility

모두를 위한 평등: 구조적 차별과 공동체의 책임
김 지 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I. 서론
2007년 참여정부에서 준비했던 ‘차별금지법안’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차별금지사유의 일부를 삭제하는 수정을 거치더니 결국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그 후로 이 단어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처럼 취급되었다.1) 대
안적으로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던 법안도 임기만료로 함께 폐기되었다. 이
어 제18대 국회에서 권영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던 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
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최원식 의원 등 12인의 법안과 김한길 의원 등 51인의 법안이
마찬가지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
고, 김재연 의원 등 10인의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
었다.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2010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구성했고, 지난 2017. 3. 확대⋅재출범하여 2017. 9. 12. 현재 110개 단체가 활동한다.
그러는 동안 국제인권기구에서는 반복하여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라고 권고하여 왔다.2) 이제 이 뜨거운 감자가 문재인 정부와 제20대 국회로 와 있
다. 과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가능할까?

1)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
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금지사유
로 예시하였지만, 2007년 10월 의견수렴을 거치며 법무부는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학력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하였다. “차별금지법이
사람 차별하네”, <한겨레21>, 2007. 11. 8.자 참조.
2)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도록 촉구한 유엔조약기구의 권고로,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
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2009), 9문단; 아동권리협약 제3차 및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11), 28-29문단;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최종견해(2011), 14-15문단;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 및 제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
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2012), 7문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2015), 12-13문단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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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으로 볼 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헌법
제11조 제2문에서 천명하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률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
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실패를 볼 때, 과연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혹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새로
운 사회 질서를 상상하고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사회에 내재된
차별을 얼마나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동안의 차별금지법 논의는 많은 경우 소위 ‘동성애 찬반’의 문제처럼 다루어지
면서 축소되고 왜곡되었고, 따라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
호하는 진영과의 싸움처럼 비추어지곤 했다. 이런 구도가 지난 10년 간 차별금지법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자체를 방해하였고, 결과적으로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더
디게 만들었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먼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고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정부나 정치인의 태도는 사실상 평등 실현의 의무를 방기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화두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일상의 문제이
며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자 한다. 현실 속에 실재하는 불평등을 보면서도 ‘신분상승의 기회’를 이유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화주의적 사고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 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
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차별이 일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
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평등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혜택 역시 모두의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결의로서 가칭 ‘평등기본법’을 만들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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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별의 현상
1. 혐오의 시대
혐오표현은 현존하는 차별을 반영하는 현상인 동시에, 그 자체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한 위계를 만들도록 작용하는 일종의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다.3) 혐오표현은,
어떤 특성을 이유로 사람을 구분하고, 이들을 열등하고 불쾌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며,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근거로 해당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배척하고
불이익을 주고 폭력을 가하거나 억압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4) 혐오표현이 반복적으
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해당 집단이 원래부터 구분된 이질적인 사람들처럼 여기게
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해롭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이들을 구별, 배척, 제한하는 차별을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처럼 생각하게 된다.
한 사회에서 어떤 혐오표현이 사용되고 있는가는 그 사회에서 누가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표적
집단으로는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이 주요하게 지목되고 있다.5) 특히 노
골적이며 조직적인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의 하나가 성소수자
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편에서 가장 주요하게 제기했던 부분이 ‘성적지
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반대였다. ‘동성애OUT’,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 ‘똥꼬충’, ‘더럽다’는 식으로 동성애자를 위험하고 불필요
3)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이란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 비하, 배제, 차별, 적의, 폭력적인 표현들로 이해
된다. 협의의 혐오표현은 해당 집단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한
정될 수 있지만, 광의로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에 소속되었거나 그렇게 보인다는 이유로 행해
지는 모든 종류의 모욕적 표현들을 통칭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와 관련 논의는 홍성수 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8-14쪽 참
조.
4) 관련 논의로 김지혜, “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일상의 언어와 법적 접근 방향”, 법과사
회 제55호, 2017 참조 (모욕적 표현이 구분의 언어, 혐오의 언어, 지배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런 언어가 비주류화, 비정상화, 비가시화의 효과를 통해 사회적 차별을 생산하는 작용을 한다고 주
장함).
5) 홍성수 외(2016)는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으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선정하고 이들
집단의 구성원 1,01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에서 성소수자의 94.6%,
여성의 83.7%, 장애인의 79.5%, 이주민의 42.1%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하였고,
오프라인에서는 성소수자의 87.5%, 장애인의 73.5%, 여성의 70.2%, 이주민의 51.6%가 이런 경험을
하였다. 여기서 이주민의 혐오표현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실제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이
적다기 보다 온라인 사용 빈도나 이용 사이트, 한국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한 응답자
의 주관적 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홍성수 외, 위의 글, 98-99, 118-1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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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불쾌한 존재로 표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편견이 구체적으로 법이나 정책에
서 이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근거’ 혹은 ‘논리’로 사용되었
다.6)
이주민에 대한, ‘이주민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주민은 범죄자다’, ‘가난한 나라
의 사람이 몰려온다’, ‘똥남아’(동남아인) 등의 말과 이미지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작
용한다. 이주민이 위협적이고 해롭고 가치가 없고 불쾌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한
다. 이런 편견을 이유로 다문화정책에 반대하고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들을 막는다.7) 이런 편견으로 인하여 이주민은 목욕탕이나 레스토랑에서 입장을
거부당하고, 일상에서 반말이나 놀림, 무시를 당하고, 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일들을 경험한다.8)
장애인은 오랜 기간 일상 속에 누적되어 온 모욕과 차별을 경험해 왔다. ‘병신’이
라는 말이 맥락과 관계없이 대표적인 욕으로 사용된다. 벙어리, 머저리, 무뇌아 등 신
체나 정신적인 상태를 이유로 하는 조롱의 언어가 일상적인 비하성 용어로 사용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비장애인들은 이런 비하와 조롱을 자신들만의 농담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때가 많
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체득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을 보면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여기며, 그리하여 지역에 장애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여기는 노골적인 차별을 행하기도 한다.9)

6)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주된 반대 논리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허용’되어 청소년들에게 해
악을 미치고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지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고, 마찬가지의 논리가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에 대한 반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격, 청소년 성교육표
준안에서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관련 내용 삭제 등의 주장을 펼치는 데 사용되었다. 관련하여
이종걸, “성소수자 혐오 실태와 사회적 의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2016, 55-67쪽 참조.
7) 소위 ‘다문화정책반대’의 주장은 2014년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한 반대와 이자스민 전 국
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등의 형태로 활발하게 제기되었고, 계속하여 이주민에게 혜택과 권리를 부
여하는 법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와 댓글 등을 통해 외국인혐
오를 표출하는 형태로 혐오표현이 나타난다.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사례에 관해 정혜실, “한국사
회의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의 실태와 맥락”,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2016, 29-43쪽 참조.
8) 국가인권위원회 2016. 1. 28. 15진정0891600등(영어학원 강사 채용시 백인 요구), 인권위 2016. 4. 20.
15진정0349400등(어린이집 영어강사 채용시 백인 요구);국가인권위원회 2011. 11. 25. 11진정
0575700(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목욕장 이용시설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2007. 9. 11. 07진차525(나이
지이라인에 대해 레스토랑 출입 거부) 등 참조.
9)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 사례에 관해서는 박김영희, “그림자를 벗고 드러난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2016 참조. 최근에는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특수학교 대신 한방
병원의 설치를 요구하며 반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기피와 모욕이 문제 되었다. “‘제발 학교 짓게
해 주세요’ 무릎꿇은 장애 아동 부모 모욕한 강서구 주민들”, <중앙일보>, 2017. 9. 7.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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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반복되고 누적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한다.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순종적임, 순결함, 나서지 않음, 가정을 돌봄 등의 의미
로 요구되면서, 사회 속에서 노동은 하지만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억압된 상태로 존
재하도록 요구되었다. 여성이 남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던 관념이 현실에서 무너
지면서 여성이 남성을 ‘이용’한다는 주장이 여성혐오의 주요 논리로 등장하였고, ‘김
치녀’와 ‘한남충’으로 대표되는 격론이 전개되었다. 여전히 일상에서 우리는 상대의
성별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역할을 부여하고, 이런 일상의 습관 속에서 여성의 직업
과 남성의 직업이 분별되고 이는 소득의 차이, 계층의 차이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
된다.10)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을 열등하게 규정하고 무시와 조롱
을 보내는 ‘습관’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집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고졸레기’(고
졸자), ‘지잡대’(지방대학), ‘급식충’(아동청소년), ‘틀딱충’(노인), ‘홍어’(전라도) 등 혐
오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향한다. 이런 구체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지방 출신의 사람,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 부모 없는 사람, 살찐 사람, 아픈 사람, ‘못 생긴’ 사람 등, 소득, 학력, 연령, 지
역, 가족 상황, 병력, 외모 등의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를 폄하하는 말을 하거
나 주변에서 듣는다. 이런 차별적 사고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친구를 사귈 때, 집에 세입자를 들일 때, 물건을 팔 때 등 우리의
사회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11)
이쯤 되면 누구나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과연 혐오표현 내지 차별로부
터 자유로운가? 모든 혐오표현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있는 극소수의 ‘주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난과 조롱, 무시와 배제의 위험
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물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과 같이 광범
위하고 만연한 차별을 겪는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차별이 특정 소수 집단만의 문제는 아닌 듯

10) 여성혐오에 관해서는 특히 2016년 5월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강남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 이유”, <한겨레> 2016. 5. 19.자 참조. 여성혐오의 현상을 분석한 많은 페미니즘 저작물들이
쏟아졌으며, 우에노 지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윤보라 외, 여성 혐
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현실문화, 2015; 고등어 외, 거리에 선 페미니즘: 여성 혐
오를 멈추기 위한 8시간, 288000초의 기록, 궁리 등 참조.
11) 공적 공간에서의 무시와 모욕이 신분구조를 창출하는 작용과 관련하여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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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느 순간 혹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조건 때문에 누
군가로부터 차별을 당하거나 혹은 그럴 위험에 노출된다.

2. ‘차별은 없다’는 신화와 동화주의적 사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몇 년 전 인도출신의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
구교수가 경찰서에서 들은 말이었다. 버스에서 어떤 승객이 후세인 교수에게 “더러
운 새끼야!”, “너 냄새나는 자식, 어디에서 왔냐?”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던져 경찰서
에 갔을 때 어느 경찰관이 한 말이었다.12) ‘여성혐오’의 문제가 제기되자 ‘나는 여성
을 혐오하지 않는다. 나는 여성을 좋아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장애인이 시외버스를 타지 못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장애인은 충분히 사회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는 법
규에 반대하면서 ‘나는 성소수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차별을 둘러싼 대화
는 이렇게 어렵다.
차별에 대한 소통이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차별이 많은 경우 무의식적이며 비의도
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13) 의식적으로 차별을 해야겠다는 악의적 동기를 가지고 행
동한 결과가 아닌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
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익숙한 관념과
태도가 있고, 그러한 관념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올 뿐이다. 어떤 특징
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기 전까지, 자신의 행동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동남아시아인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므로 불쌍한 것
일 뿐 나는 그를 차별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는 ‘에이즈의 주범’이므로 위험할 뿐 나
는 그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차별이 없다’는 신화가 불평등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불
12) 국가인권위원회 2010. 5. 31. 09진인3104 결정문 참조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정된 이 사건에서
는 이외에도 경찰관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82년생이 교수가 되냐?”, “정확히 무얼
하는 사람이냐?”는 등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아저씨, 한국에 몇 년 있
었어?”라고 반말을 하는 등의 인종차별적 태도가 문제되었음).
13) 김지혜, 앞의 글;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1990), 148쪽(사회
에서 억압이 지속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상호작용적인 습관, 무의식적인 전제들, 고정관념, 집단
에 대한 불편하거나 기분 나쁜 감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Linda Hamilton Krieger, The Content
of Our Categories: A Cognitive Bias Approach to Discrimination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47
Stan. L. Rev. 1161 (1995); Charles R. Lawrence III, The Id, the Ego, and Equal Protection: Reckoning
with Unconscious Racism, 39 Stan. L. Rev. 317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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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기는 하지만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형용모순과 같은 말은, 사실 우리
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불평등한 상태가 존재하지만 그 원인은 차별이 아닌 다
른 것에 있다는 뜻이다. 그 원인은 대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불평등이 꼭 해
결해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불평등한 사회는 주어진 조건이고
개인은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말로, 불평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주요하게 대응하는 방식은 ‘기회’였다. ‘신
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차별은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매기는 ‘신분구조’의 존재는 성공을 향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으
며, 그 차등적 대우는 ‘열심히 노력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정함’으로 여겨졌다.
노력하지 않고 신분상승을 얻어내는 일부 ‘특권층’의 행태는 문제이지만, 그러한 계
층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특권’이라는 말은 지배
계층이 누리는 권한 그 자체라기보다, 신분상승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권한을 의미하
는 것으로 협소하게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학력이 낮은 사람, 지방 출신, 부모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등은 그 불평등 때문에 개인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통용되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몇 배의 실력을 갖추어야 동등한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억울하면 성공해!”라는 말
은 타인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만일 그렇게 노력하여 성
공하지 못했다면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사람대접’ 받기 위해 대학에 가
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14)
말하자면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동화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으
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상정하고, 그 요건에 맞게 개인이 변화하고 행동하도
록 요구되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례하거나 억압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개인의 특성, 관심, 희망, 지향에 귀 기울기는 일은 근본
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류 사회에 맞추어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동화주의가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 ‘신분’ 상승의 기회
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명백한 모순에 눈감은 채, 특정 주류 중심의 동화주의적인
사고를 하며 우리는 차별은 없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14) ‘사람대접’과 신분계층에 관한 논의로 김현경,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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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등에 대한 접근
1. 어떤 평등인가
평등이 헌법상 기본권이자 인권으로서 보장되는 권리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없
이 명확하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한 바 있다.15) 이때 ‘평등’
의 의미를 단순히 ‘같은 것은 같게’라는 ‘일관성’을 요구하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으로 이해해서는 충분하지 않다.16)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
다는 기본 원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별, 장애, 병
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
라 실제로 능력에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고용,
교육, 재화나 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일정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
다.
문제는 형식적 평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존의 불평등한 조건이 존재하는 현실이
다. 개인이 처한 현재 상태는 이미 주어진 불평등한 경제⋅사회⋅문화적 조건의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같은 것은 같게’ 한다고 해서 기존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다. 이런 인식에서 최종적인 상태의 평등을 강조하는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s)
이 주장된다. 만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실제 인구 비중에 비해 학교,
기업, 국회 등 해당 영역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차별이 존재한다
는 의미가 된다. 결과의 평등 관점에서는 이런 차별을 교정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
해 우대조치를 하는 등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본다.17)
이에 비해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을 같게
15) 헌재 1989. 1. 25. 88헌가7.
16) Sandra Fredman, Discrimination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8-13쪽 참조.
17) 위의 책, 14-15쪽 참조. 다만, 이런 접근은 형식적으로는 구성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해당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된다. 예컨대, 소위 ‘명예남성’과 같이
여성이면서도 남성 중심의 주류적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해당 지위에 올라가는 현상이다.
결과의 평등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교정하면서 차별받는 집단이 기존의
주류 집단의 행동 패턴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동화주의적 효과가 있다고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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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하여 개인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다.18)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이 그 차별의 결과로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
므로, 기회의 평등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보완해주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의
적극적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려고 한다.19) 이렇게 기회의 평등이란 단
순히 경쟁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차별로 인해 발생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더욱 근본적으로 평등은 ‘존엄성(dignity)’의 의미로 이해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천명한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앞 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사람대접’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존엄성으로 평등을 이해할 때, 비교집단을 상
정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20) 존엄성은 인간성 그 자체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행해지는 괴롭힘, 조롱, 비난, 폭력, 무시, 배제 등의 모든 차별은 존
엄성에 비추어 금지된다.
위 평등의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 평등의 개념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나가
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도 필요하지만, 차
별의 결과로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결과의 평등도 필요하
고, 최초의 불평등한 조건에 의한 차별 효과를 보완하여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
하는 기회의 평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치 있
는 존재로 대우받는 존엄성으로서의 평등도 필요하다.

2. 누구를 위한 평등인가
평등의 이념은 과거의 불평등과 싸우면서 발전했다. 즉, 인류의 역사에서 평등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불평등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에 대항하는 방식
으로 발전했다. 절대왕정이 폐지되고, 노예가 해방되며, 여성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18) 위의 책, 17쪽 참조. 기회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해결하면서도 결과의 평등에서 적절히 다
루지 못하는 개별성과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19) 위의 책, 19쪽 참조.
20) 위의 책, 22쪽 참조.

Legislating for Equality: Challenges Ahead ❙

97

등의 일련의 과정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전복적인 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평등
의 실현이란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어진 불평등을 해결하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아
야 하는 긴장 상황을 만든다. 법을 도구로 평등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이런 긴장을 해
결할 평화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지는 그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
를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며, 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발견되고 있는 차별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이 ‘발견’되는 것은, 기존에 억압되어 보이지 않았던 사
람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드러난 결과일 수도 있고, 기존에 잘못 알거나 몰랐던 사실
이 밝혀지는 과학의 발전일 수도 있으며, 기존의 사고의 한계를 깨뜨린 인문학적⋅
철학적 인식 지평의 확장일 수도 있다.
차별이 ‘발견’된다고 볼 때, 차별의 구도에서 권력을 가진 지위와 그렇지 않은 지
위가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얽히고 입장이 뒤바뀌곤 한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인
정된다. 지역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이 남성으로서 여성에 비해 권력을 가진 위치
에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면서 이주민이거나 성소수자이면서 장애인으
로서 중첩적인 차별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연령, 학력, 직업과 같이 상황이 바뀌
면서 억압받는 집단에서 지배하는 집단으로 혹은 역으로 소속이 바뀔 수도 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차별은 자신의 다면적인 정체성과 연결되는 역시 다면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차별의 쟁점들을 분리하여 특정 집단 대 특정 집단의 구도로 바라보는 것
은 차별의 본질적인 성격을 왜곡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차별이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문제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차별금지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변함없는 하나의 규칙으로서, 개인의 어떤 부분
의 정체성이 문제되든 똑같이 차별로부터 보호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
을 애초에 구분하여 다르게 바라보고 취급하는 것 자체부터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
는 행동으로 의심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집단이 처음부터 다른 부류로
태어난 것처럼 취급하고 대립적인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수많은 불평등의 조건으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동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동성애 찬반’이라는 왜
곡된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결국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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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논의하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성소수자, 이주민
등 특정 소수자라는 인식은 차별금지법이 ‘그들의 것’이라는 오해를 주었고, 반면
‘우리들’은 ‘그들’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역차별’의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
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
다고 여기거나 최소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기가 매우 쉬웠고, 평등 실현의 과제는 마
치 우리 사회의 일부에게만 요구되는 일처럼 여겨졌다.
결국 차별금지법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여기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이 법에 대한 열망으로 모으지 못했다. 지금
보다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가능하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다른 사람들과 연
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다른 사람도
성역할과 젠더표현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다면 자신
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며 만족하는 삶이 더욱 가능하게 될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에 차별이 없다면 나 역시 그 평등한 기회를 누릴 것이며 더욱 존중받고 인정받
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고하지 못했다.

Ⅳ. ‘평등기본법’의 제안
1. 국가의 평등 실현의 의무
기존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 주요하게 초점을 두고
있었다.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이렇게 차별을 시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좌절
되었던 과정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읽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차별이 충분
히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것을 해결하려는 열망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 아
닌가 싶다.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차별이 인식되고 논의되지 못하거
나, 단순한 푸념이나 운명을 넘어 해결 가능한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아
닌가 한다.
그에 비해 최근 일련의 사회변화를 보면, 빠른 속도로 차별이 발견되고 이것이 변
화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 ‘흙수
저’와 ‘금수저’로 대비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특정 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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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의 인격적 무시와 모욕 등을 포함한 ‘갑질’에 대한 고발, 청년실업에 대한 책
임을 개인의 ‘노력’ 부족에 돌리는 질타에 대한 반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맞서
는 시민단체들의 공동 대응,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서는 시
위, 이주민 당사자의 정치적 참여와 운동의 확산 등 그 대중적 공감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곳곳에서 차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차별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평등의 실현으로 연결시켜야 할지의 과제
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종류와 이
유의 차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만들
어 내야 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국가는 평등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 국가 스스로가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
고, 이런 관념을 전제로 하여 법⋅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며 하나의 사회 질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가칭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며,21) 그 구체적인 내용의 일부로 사적 관계에서의 차
별을 규율하는 것 외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하고자 한다(사적 관계에
서의 차별 규율은 다른 주제발표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국가는 개인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평등을 실현하
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 실태조사나 당사자의 목소리 청취 등 차별
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과 통로를 마련하여야 하고, 전반적으로 평등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을 둘러싼 사회적 충돌을 단순히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간의 ‘갈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불평등과 사회적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고양
하도록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교육으로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의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평등의 날을 제정하는 등 전반적인
인식의 제고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가 생산하는 구조적 차별을 감독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특정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분리하는 행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22)
예컨대, 국가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와
21) 평등기본법에 대해서는 김지혜, 앞의 글에서 간단하게 제안된 바 있음.
22) 김지혜, 앞의 글; Katharine T. Bartlett, Minow’s Social-Relations Approach to Difference: Unanswering
the Unasked, 17 Law & Soc. Inquiry 437, 442 (1992); Denise G. Réaume, Discrimination and Dignity,
63 La. L. Rev. 663, 666-669 (200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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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해당 집단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차별적 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 성소수자
나 이주민 등에 대해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으로 사회에 해를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
여 만들어내는 법정책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평등영향평가’와 같이 입법단계에
있는 법안이나 시행하려는 정책에 대해 평등 및 차별금지의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하
여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 등(‘국가 등’)
에 의한 차별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국가 등은 최소한 누군가를 어떤 사유로 무시, 비하, 배제하거나 열등하게 혹은 함부
로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이 차별적 행동인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도 있다. 무엇이 차별인지 충분히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특정한 집단을 배척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마련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모든 시민의 차별하지 않을 책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국가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의 역할 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사람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때에야 평등 및 차별금지는 실현 가능해진다. 사인들 사이의
차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이렇게 평등권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의 한계 안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이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라는 황금률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평등의 실현은 가능해진다.
문제는 개인이 차별을 인식하는 일이 언제나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람의 어떤
특징에 대해 불쾌하고 열등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매우 ‘당연한
상식’이 되어 있을수록, 그들에 대한 차등적 대우와 배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생각
을 하지 못한다.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 스스로도 ‘내재화’의 과정을 통해 위계적 가
치규범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자신이 열등하게 취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23) 편견과 고정관념이 만연되어 있을수록 그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23) 어빙 고프만, 스티그마: 장애의 사회심리학, 윤선길⋅정기현 옮김, 한신대학교출판부, 2009(원저
출판 1963), 202쪽; 오즐렘 센소이⋅로빈 디앤젤로, 정말로 누구나 평등할까? 민주시민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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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거나 없고, 설령 일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일부의 의견으로 일축
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차별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행위가 차별이라고 지적할 때, ‘몰랐다’, ‘장난이었
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이기 쉽다. 해당 집단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그
저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다.24)
이런 종류의 차별 행위자의 ‘저항’은 역설적으로 구조적 차별의 수준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나 유명인이 차별적인 발언을 지적받을 때, ‘몰랐다’, ‘장난이었
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응을 그저 구차한 변명으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만일 그 반응이 진심이라면, 이는 구조적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는 하
나의 징후라고 해석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던 시
도가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이런 저항이 묵인되었던 것이, 그 자체로 우리 사회 차별
의 심각한 수준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고의적⋅악의적인 차별 행
위뿐만 아니라 비의도적⋅무의식적 차별 행위까지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차별이 만연하여 있다면 과연 이러한 법의 제정이 가능하기는 할까? 이
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모아질 수 있을까? 누구라도 폭
력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데 동의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차별 행위를 하면 책
임을 지겠다는 동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쩌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어려운 이
유는 차별 철폐의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차별이 폭력보다 훨씬 광범위한 우리 모
두의 문제라서 그럴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기본법’을 만드는 일은 서로 차별하지 않
아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공동의 결단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 책임은 ‘비난’과
다르다. 아이리스 영의 말과 같이,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행위를 가
지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기관들은 무의식적
이고 비의도적으로 억압에 기여한 행위,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회정의 교육 입문서, 홍한별 옮김, 착한책가게, 2016 (원저 출판 2011), 100-101쪽 참조.
24) 김지혜,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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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한다.”25) 우리가 무의식적⋅비의도적으로 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의식적이며 고의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서로를
위해 자신의 편견 및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야 할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책임’이 일부의 특정 소수 집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
함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규칙이라는 점
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불평등과 차별이 우리 모두의 일상을 고단하게 만들고, 교
육이나 직업에 대한 설계를 방해하며, 자존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삶
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하지 않을 책임은 그런 세상을 만
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
으로서의 약속이며,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혜택 역시 우리 모두의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

Ⅴ. 결론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민주주의
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기억된다. 우리 사회가 국가권력을 전유하는 일부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저항하여 왔다면, 이제 공동체 내부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더 진지
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차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고 오히려 차별을 공정함으
로 위장시킨 ‘신분상승의 기회’나 ‘차별받지 않게 개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는 위계적⋅동화주의적 담론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규
의 제정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어떤 구조의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열망의 문제일 수 있다.
물론 이미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상 우리 사회가 평등의 실
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규범은 분명하다. 다만, 평등 및 차별금지의 원리가 아직
까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 있는 규범으로 이야기되지 못하고 실천되
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성애 찬반’과 같은 사람
을 차별하자는 어떤 주장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우리 안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
찰하고 차별을 발견하여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기본 대원칙에 대한 ‘확인’이다. 포괄
25) Young, 앞의 책,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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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기본법은 이러한 차별에 관한 성찰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
한 성찰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으로서 필요하다.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지금 당장’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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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와 차별금지법
Private Autonomy and
Anti-discrimination Law

사적 자치와 차별금지법
이 재 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법학박사

[목 차]
Ⅰ. 서론
Ⅱ.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요청
Ⅲ.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가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가
Ⅳ. 사적 자치와 차별금지 충돌에 대한 해결의 모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Ⅴ. 결론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평등은 자유와 대등한 정도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주장하고 있고,
현대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우리 헌법을 포함하
여 각국의 헌법들은 평등을 헌법적 원칙이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근
래 화두인 정의의 핵심적 문제는 바로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지이다. 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헌법의 규범력이 확대되면서, 헌법의 평등권 보장은
새로운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사적(私的) 영역에서 사인들
사이의 차별 문제에 대하여 헌법의 평등권 보장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이다. 예컨
대, 근로자 채용시 특정한 종교를 자격요건으로 하거나 종교의 유지를 계약상 의무
로 포함시키고 위반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처우 또는 해고해도 되는가.1) 민간항공사
에서 승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외모, 연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2) 결혼퇴직 관행
이 사적 자치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3) 민간보험에서 장애를 이유로 보
1) 사립대학 행정직원 채용시 종교를 제한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14. 09진차889 결정.
2) 여승무원채용시 입사자격 연령을 지나치게 낮게 제한하여 성별 및 연령의 복합적 원인에 기한 차
별이 문제된 국가인권위원회 2006. 11. 6. 05진차662, 06진차468, 06진차502 결정.
3) 사기업에서의 결혼퇴직 관행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24. 16직권0000200 결정(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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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가.4) 사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성별에 따라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차등대우해도 될까.5) 사기업 또는 사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 특정 인종, 특정 종교 또는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을 거부
해도 되는가.6)
그러나 다른 한편, 사적 영역은 사인들 간에 사적 자치가 보장되고, 차등대우할 자
유를 포함하여 사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임을 간과할 수 없다. 개인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적 영역과 국가의 권력 작용이 전제되는 공적 영역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국가기관 내지 공적 영역에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개인을 차등대우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
문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사인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의
사와 선호에 따라 다른 사인을 차등대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당사자들이
의사합치에 따라 그러한 차별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의
사가 사적 자치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7)
권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
004002001&boardtypeid=24&boardid=612532 (최종검색: 2017. 9. 3. 15:00).
4)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약자유, 사적자치원리에 따라 사보
험회사가 갖는 광범위한 자유권 역시 국가적 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사회
질서, 공공복리 존중에 의한 권리의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보험회사의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장애
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청구금액의 일부지급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유사하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
으로 일률적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
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전지법 천안
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등.
5) YMCA의 여성회원와 남성회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사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서 불법행
위에 기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6) 예컨대, 귀화인에게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공중 목욕시설 이용을 거부하여 문제된 국가인권위원
회 2011. 11. 25. 11진정0575700 결정;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레스토랑 출입을 거부하여 문제된 국
가인권위원회 2007. 9. 1. 자 07진차525 결정; 놀이공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차별로 판단하여 청구금액 일부의 지급 인용 및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 명령을 한 서울중앙지법 2015. 9. 7. 선고 2014가합593279 판
결. 독일의 경우, 극우 정당인 NPD 대표였던 사람이 예약한 호텔 객실을 취소하고 호텔 출입금지를
통보한 것이 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혹은 사적 자치로
서 정당화되는지 독일연방대법원에서 다투어진 BGH, 09.03.2012 - V ZR 115/11. 이에 대하여 박신
욱,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을 위한 허용되는 차별대우 연구,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2015),
1160쪽 이하.
7)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김진우, 민사계약에서의 차별금지 - DCFR과 그것의 우리 사법(私法) 및 차별
금지기본법의 입법에의 시사점 -,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2015), 208쪽 및 210쪽. 그에 따르면, 장애
인 등 특별한 집단에 대한 것을 넘어서 민사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사법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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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적 영역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고 국가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헌법
으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효력을 사적 영역이라고 하여 그 입구에서부터 차단한
다면, 과연 개인들은 사실상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면에
사적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부인할 수 없는데, 사인들
에게 마치 국가가 그러한 의무를 지듯이 다른 사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결국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문제는 한편의 평등권과 다른 한편
의 사적 자치로 대표되는 자유권 사이의 충돌을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형량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고, 이 때 다양한 사적 차별 상황을 유형화하여, 각
각의 경우 보장되어야 하는 평등의 내용 및 정도와, 반면 보장되기 어려운 사적 자
치, 자유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것이 현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
권 보장을 구체화할 임무를 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기에, 우
선 아래에서는 왜 사적 영역에서도 차별금지가 요청되는 것인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의 정당성과 필요성 측면을 살펴보고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규율의 반대 논
거로서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재검토한 다음, 사적 자치를 보장하
면서도 개인의 평등권을 사적 영역에서도 보장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형량원칙이
요청되는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평등과 다양
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와 첨예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고 한다. 사적 영역에서는 특히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계약교섭단계에서
부터 차별금지를 통해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아니라 허다한 사유들에 의해 계
약에서의 차별금지를 관철시키는 경우 사적 자치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게 되고 사법의 전통적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

Legislating for Equality: Challenges Ahead ❙

109

Ⅱ.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요청
1. 현실적 조건의 변화: 사적 영역의 팽창 및 사인 간 세력 불균형의
확대
과거 개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국가권력이었고 이에 따라 헌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의 보루로서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신분제 사회에 대항하여, 법적 평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의 발달과 함께 사적 영역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
제 경제력, 사회적 권력에 힘입은 사회세력이 국가권력 못지않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더 이상 근대법이 전제했던 상황처럼 대등한
당사자성을 갖기 어려워졌으며, 그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실상 계급적 지
위를 갖고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국가로부터 분리된 자유의 영역이었던 사회 영역은
차별의 근원지가 되었다.8)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의 격차로 인하여 (국가에 의한 것
못지않게) 사인에 의한 다른 사인의 자유, 평등의 지위가 빈번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사적 영역 불개입⋅무규정⋅중립 원칙의 한계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은 자유의 영역이고, 자유가 평등에 대하여 우위에 있다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9) 서구 계몽주의와 시민혁명에 기반하여 18세기 이래 유행
한 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국가와 사회 영역을 분리하는 법치국가적 배분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은 국가 영역을 규율할 뿐이고 사회 영역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자유의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유가 우선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10) 그리고

8) Christoph Gusy, Der Gleichheitsschutz des Grundgesetzes, JuS, 1982, S. 31.
9) ‘근대 시민적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Konrad Hesse,
계희열 역, 현대국가질서의 기본원리로서의 평등과 자유, 헌법의 기초이론, 박영사, 2001, 195쪽; 이
욱한, 자유권과 평등권의 사법적 심사구조, 사법행정 제44권 제3호(2003), 6-7쪽; 자유주의에서의 자
유와 평등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김범춘, 자유와 평등의 대칭성에 관한 철학적 분석, 통일인
문학논총 제49집(2010), 128쪽 이하; 전통적으로 평등보다 자유에 더 큰 비중을 둔 원인에 대하여
냉전시대를 겪은 후 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제도를 형성해 온 현실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김
비환, 현대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역사적 의의, 법철학연구 제5권 제2호(2002),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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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면서, 모
든 수범자에게 중립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자
유⋅형식적 평등을 보장하고, 의도⋅목적보다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결과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되었다.11) 이에 따르면 사적 자유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통용되
기 어려웠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력, 사회적 권력에 따라 개인의 실질적 지위가 결정되
는 현상이 나타났고, 자유의 보류였던 사적 영역에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다.12) 따라서 사적 영역을 자유의 영역이자,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으로 보고, 법은 가급적 사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고 규율
하지 않으며 소극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국가는 시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만 제시하며 이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통적 이해
에 반하여,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사적 영역이 경제적 세력화되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국가적 보장,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
이 요청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대립하지 않고, 상호간 존립의 근거가 되는 복잡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13) 자유와 평등 사이의 관계를 법이 적극적으로 상호정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14) 자유와 평등은 부분적으로는 서로의 근거
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서로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관계이며, 따라서 이들 사이
에 부단히 균형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15) 만약 자유의 우월적 지
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형식적 법적 평등,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
등을 도외시한다면, 이러한 결과의 불평등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자유 그 자체와
형식적 법적 평등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며,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초래되는
10) 양천수, 민사법질서와 인권 – 민사법과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 집문당, 2013, 92쪽
이하 참조.
11) 양천수, 앞의 글(민사법질서와 인권 – 민사법과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 92쪽 이하
참조.
12) Christoph Gusy, 앞의 글(Der Gleichheitsschutz des Grundgesezes), S. 31.
13) Konrad Hesse, 앞의 글, 210-211쪽; 조홍석, 자유와 평등, 사법행정 제34권 제12호(1993), 23-24쪽.
14) Konrad Hesse, 앞의 글, 211-212쪽.
15) 자유와 평등의 상호조화적 관계에 대해서 이명웅, 자유와 평등의 관계 - 상호 조화의 관점 -, 헌법논
총 제14집(2003), 33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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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그대로 둘 경우 각자의 임의에 맡겨진 자유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유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16) 현대국가에서 평등은 자유와 마찬가지로 중요성
을 가지며, 형식적 평등뿐 아니라 실질적⋅사회적 평등의 보장이 함께 추구되는 것
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적 영역은 불가침, 불개입의 소극적 자유의 영역이 아니며,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게 되었다. 사회적 법치국가
에서, 법으로 하여금, 사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고 어떠한 규율도 하지 않고 소극적
중립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세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차별대우
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적 차별 확산의 위험성과 부정적 효과
(1) 사적 차별의 영향력의 광범성
사적 차별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
생활 영역 자체가 넓은 범주를 아우르는데, 예컨대 고용⋅근로계약 관계, 재화와 용
역의 공급 관계, 주거, 교통⋅편의시설, 문화시설 이용관계 등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닿아 있기 때문에 사적 차별 문제 역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차별로 인한 제약의 심
각성 또한 크다.

(2) 사적 차별 금지에 대한 반발과 규율의 곤란성
반면에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규율하기가 어렵고 규율에 대한 반발이 크
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사적 영역에서 종래의 차별적 관행이
이미 공고하게 자리잡아서 이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 특히 차별에 대해 인지하는
감수성이 떨어지고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 내에 자리잡은 차별적 관행은 그에 대한 도덕적 평가 또는 법적 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반대로 허용가능한 자유의 범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굳어지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 역시 그것이 차별임
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16) Ernst-Wolfgang Böckenförde, 김효전 역, 사회세력에 대한 자유보장, 헌법⋅국가⋅자유, 법문사, 1994,
250-251쪽; 유사한 취지로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Angelika Nußberger, Soziale
Gleichheit - Voraussetzung oder Aufgabe des Staates? DVBl. 2008, S. 1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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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적 차별 규율이 어려운 또 다른 원인으로, 근대 헌법 성립 당시 평등권을
포함하여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는 이해에서 출발하여, 대사
인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인식된 것을 들 수
있고, 사적 영역에서는 차별대우를 할 자유가 있고 사적 자치가 절대적으로 보장되
므로, 사인에 대해 평등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곧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
고 인식된 점을 들 수 있다.

(3) 사적 차별의 악순환 문제
그런데 사회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규제하지 않고 자유의 영역이라 하여 방치하면
이 차별적 관행은 더욱 강력해지고 확산된다. 예컨대, 특정 직업 영역에 대하여 전통
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여성이 이러한 직업 영역에 진
출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갖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해당 직업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
고 이러한 현실적 조건들은 해당 직업에서 신규인력 채용시에 직무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평가로 다시 연결된다. 남성이 많이 진출하고 남성 위주로 형성된 직장문화 속
에서 다시 남성성, 남성의 행동양식이나 특성이 그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전문성, 직
무능력인 것처럼 일반에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시간이 갈수
록 강화되어서 나중에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차별적 사회구조를 넘어서기 어
렵게 된다.17)
나아가, 평등과 차등을 나누는 가치 판단이 사회전체의 인식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적 차별의 공고화는 종래 국가영역에서 보장되던 헌법
상의 평등권 보장 수준마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4)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위협
현대사회에서 국가 영역보다 오히려 사회 영역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력이 커지고 있다. 직업생활로 인한 소득 확보, 재화와 용역의 획득 등 자원의 분배
가 사적 영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그룹,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만연하고 사회내 구조적⋅체계적 차별이 늘어나는 경
우, 자원의 분배 및 자원 획득 기회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18) 불
17) 관련하여 윤영미, 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5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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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분배는 정의의 도덕률 그 자체에도 반하지만,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효율성
을 떨어뜨려 사회 전체적 공리에도 반하게 된다.

4. 사적 차별금지⋅평등권 보호의 이익
(1) 차별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
사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우선, 현재 차별피해를 받고 있는 개인들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들을 (국가영역에서의 차별뿐 아니라) 사적 차별
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사회 내 다수세력에 의해 구별되고 체계적으로 배제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적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호간 인격성의 존
중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 존속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만약 사인이 다른 사인을
그가 가진 어떤 인적 속성 예컨대, 인종적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사적 계약체결
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는 그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서 그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거부하고 의문시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
서 사적 차별로부터의 개인의 평등권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주체성에 대한 보
호와 연결될 수 있으며, 개별 법질서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하더라도 법질서의 존재 이유로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사적 차별로부터
사인을 보호할 잠재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9)

(2) 차별피해 집단에 대한 보호
사적 차별은 개인들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
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 국가 영역에서의 인적 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헌법적
메커니즘에 따라 구제절차가 작동할 수 있지만 사적 영역의 경우 소송당사자성 인정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제도적 구제가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적 차별을 일
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들 차별피해 그룹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로부터 분리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20)

18) 유사하게 윤영미, 앞의 글(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46쪽, 47-48쪽.
19) Jörg Neuner, Diskriminierungsschutz durch Privatrecht, JZ, 2003, S. 58.
20) Jörg Neuner, 앞의 글, 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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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내에서의 차별 개선⋅소수자 보호 수준의 전반적 향상
사회적 차별로서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소수자,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 공동
체에 새로 진입하여 상대적 열위에 있는 이주민 또는 그들의 문화적⋅종교적 관행에
대한 차별이다.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이들이 특별히
자신들이 소수자의 지위에 있음을 증명하고 차별에 개별적으로 대항해 싸우지 않더
라도, 소수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낙인, 불리한 관행이나 제도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으며, 차별적 사회구조 자체를 변경하여 소수자의 인권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다.21)

(4)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일반적 보호
사적 차별로부터의 평등권 보장은 침해되는 개인, 차별 피해집단의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도 기여한다.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방치
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미 공적 영역에서 보
장되어 오던 평등의 수준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 일정한 인적 집단을 의도적으로 제
한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사회는, 이러한 차별적 제약을 통해 그들 자신의 자유 보장
의 수준 역시 하향평준화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차별받는 그룹에 속해 있지 않
았던 개인들의 자유 역시 일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적 차별의 금지는
어떠한 개인⋅집단에 대해서도 평등한 보호를 함부로 거두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며, 이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자유와 평등 수호의 보루가 될 것이다.

(5) 공동체의 유지⋅존속 및 통합의 보호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 - 장애, 연령, 종교, 양심이나 신념, 정치적 견
해, 혼인 여부 및 가족관계, 성적 지향, 전과, 병력, 노조활동 여부, 문화 언어, 출신학
교, 학력, 학벌, 빈부에 따른 차별 - 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로부터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갈등을 완화하여 공동체를 유지⋅존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차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그것이 행해지는 곳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금지되어야
할 차별과 보호되어야 할 가치를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21) 윤영미, 앞의 글(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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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공동체가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도록 방향제시할 수 있다.
사적 차별 금지에 대한 선언은 확고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범위의 인권마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점차적으로 쉽게 침해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다수주의에 의해 손쉽게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
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적 차별을 용인하면 이는 나아가 정치과정에서의 현실적 동등한 참여가능성에
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민주주의에 불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22) 사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개인들 사이의 상호 인정, 동등한 인격주체성 보장 가능
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나아가 정치과정에의 참여 확대⋅실질적 동등성 확보에 유
리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다양한 차별문제들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도 다문화사회인 경우 소
수그룹 및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래 인정하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공동체
의 통합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게 된다.23)

5. 사적 차별금지⋅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
(1)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
헌법례 중에는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명문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예도 있다.
예컨대,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전 항에서 규정한 차별금지사유
- 인종, 사회적 성, 생물학적 성별, 임신, 혼인상태, 인종적 및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취향, 나이, 장애, 종교, 양심, 신앙, 문화, 언어, 출생 등 - 를 근거로 ‘어떠한 사
람도’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당
한 차별을 예방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24)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이러한 내용을 헌법에 직접 담고 있지
않으며, 그럼에도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기본권의
22) Jörg Neuner, 앞의 글, S. 58-59.
23) 관련하여, 윤영미, 앞의 글(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48-50쪽 참조.
24)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Art. 9 Equality
4. No person may unfairly discriminate directly or indirectly against anyone on one or more grounds in
terms of subsection (3). National legislation must be enacted to prevent or prohibit unfair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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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인적 효력이론을 평등권에 대해서도 적용하거나, 사인의 행위를 국가 행위로 의
제하여 평등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적 차별을 규율하는 차별
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헌법의 경우에도 사적 영역에서 사인 간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의 효력을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인에 대한 효력인지 여부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
이 평등권 보장 규정들을 두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법 앞의 평등 규정
으로부터 일반적 평등권 보장이 도출되고 제2문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금지를 비롯한 개별적 평등 규정으로부터 특별한 평등권 보장이 도출된다. 헌법
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금지표지뿐 아니라, 헌법에 직
접 규정된 표지에 준하는, 인적 속성으로서 개인에게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고 그
의 인격과 존엄 보장에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로서 문제되어온
표지에 대하여 특별한 평등권 보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헌법에서 직
접 평등의 내용, 차별금지의 표지, 평등 보장의 내용 및 특별한 보호강도 등에 대하
여 규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의 개별적 평등권 보장이 인정된다. 그리고 별도의 규정
없이도25)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주관적 권리의 근거규범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
질서를 형성한다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근거하여,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대하여

25) 기본권의 대사인효 규정을 헌법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포르투갈 헌법 제18조 제1항:
Art. 18
1. The constitutional precepts with regard to rights, freedoms and guarantees are directly applicable to and
binding on public and private entities.
스위스 헌법 제35조:
Art. 35 Upholding of fundamental rights
1. Fundamental rights must be upheld throughout the legal system.
2. Whoever acts on behalf of the state is bound by fundamental rights and is under a duty to contribute
to their implementation.
3. The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fundamental rights, where appropriate, apply to relationships among
private persons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8조 제2항과 제3항:
Art. 8 Application
2. A provision of the Bill of Rights binds a natural or a juristic person if, and to the extent that, it is
applicabl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right and the nature of any duty imposed by the right.
3. When applying a provision of the Bill of Rights to a natural or juristic person in terms of subsection
(2), a court
a. in order to give effect to a right in the Bill, must apply, or if necessary develop, the common
law to the extent that legislation does not give effect to that right; and
b. may develop rules of the common law to limit the right, provided that the limitation is in
accordance with section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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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기본권보호
의무에 근거하여 사인 간 관계에서의 차별금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
가 있다.
그리고 한국 헌법에서 일반적 평등권 보장 근거인 제11조 제1항 제1문의 ‘법 앞의
평등’ 문구는 서구 근대헌법 성립기의 형태를 받아들인 것인데, 서구에서도 ‘법 앞의
평등’의 의미를 법내용의 평등, 실질적 평등으로 문언 이상의 의미로 이미 일반적으
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의 해석론 역시 대체로, 이 문구의 의미를 구시대의 법적용
의 평등, 형식적 법 앞의 평등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 내용적 평등 보장이 도출되
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헌법의 평등은 역사적으로 1919년 3.1운동과
이를 계기로 성립한 임시정부헌법의 평등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써 항의적⋅투쟁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독립운동과정과 임시정부헌법기의 영향으로 사회적 평등 보
장의 측면 및 다원적 사상의 지평 반영이 가능한 것이었다.26) 따라서 우리 헌법의 평
등권 규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에서도 그 효력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문구가 평등권의 사적 영역에서의 적용 반대 논거가
된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그밖에 헌법 제32조 제4항의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규정,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양
성평등 규정 등 개별규정들은 특히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의 구체적인 형태가
헌법에 명시되어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의 보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헌법상의 평등과
자유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
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
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7)
26) 이재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8-39쪽.
27)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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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차별대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평등 판단의 기준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는 차등대우의 경우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 차
별이거나 차별수단과 목적이 비례적이지 않은 차별의 경우에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대해서도 보
장되어야 하는 것이다.28)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대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차별의 금지는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나 모든 차별이 곧 존엄 침해의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갖는 고
유한 속성에 기하여 그의 인격성 인정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 또는 개인의 신체
적⋅정신적 온전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을 수단이나 객체로 전락
시켜 그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차별의 경우 존엄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29) 이러한
차별의 금지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철될 때 헌법상 평등권 보장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가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가
국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주요 논거30)는
28) 사인에 대한 평등규범,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이자 정당화근거로서 인간존엄, 인격권
의 보호를 들고 있는 윤영미, 앞의 글(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42쪽 이하 및 45쪽 이하; 이준
일,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23쪽 이하
29) 이재희, 앞의 글(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62-63쪽.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대우가 인간의 존엄
과 가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컨대, 사인이 다른 사인을 노예로 대우하거나 노예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노예로 대우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된 개인에 대하여 그의 인격성과 자유의지
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인간의 법적 평등을 부인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인이 다른 사인에 대하여 그를 구성하고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변경할 수
없는 요소를 근거로 차등대우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인종, 소수민족의 구성원
임을 근거로 한 차별은 차별표지 자체로 인하여 이미 평등권 침해이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일 수 있다. 또한 차별대우가 초래하는 결과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그의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평등권 침해이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일 수 있는 것이다.
30)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논거에 대한 소개로, 박신욱, 앞의 글, 1174-1175쪽, 1176쪽 참조; 이재희, 사
적 차별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검토, 법조 제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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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
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 (ⅰ) 사적 자치를 침해할 수 있고, (ⅱ)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ⅲ) 특히 고용계약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ⅳ)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가 포함되는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ⅴ) 사적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
할 수 있고, (ⅵ) 국가⋅사회가 구분됨에도 사회의 자율 영역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
이 될 수 있으며, (ⅶ) 전통적 공⋅사법 이원론에 따를 때 사법적 규율 영역에 대하여
헌법적 가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고, (ⅷ) 자유권과 구별되는 평등권
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적 영역에서의 사인에 대하여 다른 사인을 평등하게 대우
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적합하지 않은 규율이 될 수 있으며, (ⅸ) 이러한 문제는 구
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와 평등을 형량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
겨야 할 것인데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경직성만 초래할 뿐
이고 사법부의 판단재량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ⅹ)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령
들이 존재하고 향후에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별 법령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반대
논거들 중에서 특히 사적 자치 침해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31)

1. 불가침의 사적 자치 원리 침해 여부
(1) 사적 자치의 의의
사적 자치32)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자
(2013.9), 108-109쪽 참조. 그밖에, Eduard Picker, “Anti-discrimination as a Program of Private Law?”,
German Law Journal, Vol. 4, 2003, pp. 772-774; 독일의 일반적 평등대우법(AGG) 입법 당시 제기되
었던 반발도 독일의 전통적인 공⋅사법 구별론적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Joachim Wiemann, “Obligation to Contract and the German General Act on Equal Treatment(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German Law Journal, Vol. 11, 2010, p. 1133 참조. Aharon Barak,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Private Law”, in: Human Rights in Private Law(edited by Daniel
Friedmann, Daphne Barak-Erez),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01, pp. 17-18
31)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반대논거들에 대한 재검토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재희, 앞
의 글(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69쪽 이하; 이재희, 앞의 글(일반적 차별금지법), 109쪽 이하
참조.
32) 사적자치에 관한 문헌으로는, 권오승, 사적자치의 우선, 고시계 제356호(1986.10), 84-92쪽; 송덕수,
사적자치에 관하여, 사회과학논집 제11권(1991), 37-53쪽; 홍명수, 헌법에 있어서의 계약자유, 법학
연구 제7권(2000), 1-11쪽; 지원림,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계약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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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적 자치
는 공적, 국가적 통치의 영역과 반대되는 사적, 개인적 영역에 관한 자치권이다.33)
귀족이나 동업자 단체에서 내부규율을 위해 법규범 내에서 자치적 입법권을 행사하
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보기도 한다.34) 사법의 기본원리로서 사적 자치에 대하여
학자들은 대체로 개인이 사적 생활관계를 국가개입 없이 자유롭게 결정하여 자기지
배 하에 두고 그에 대한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적 관계 형성은 원칙
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흠결 및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될 기준
을 제시한다는 것이 사법에서의 사적자치 우선이다.
사적 자치의 의미는 고정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였는
데, 18세기 이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고, 또한 이
시기에는 공동체의 법체계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였기에 개인간 사적 행위(특히 계
약)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담보받는, 보다 현대적 의미에 가까운 사적 자치가 자리잡
게 되었다.35) 19세기까지 사적 자치의 법적 규제에는 소홀하였기 때문에 사적 자치
의 무제한적 자기결정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었으며36) 사법에는 사적 자치의
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두는데 그쳤다. 20세기 들어와 사적 자치 남
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세력 간 불균형⋅격차가 심화되면서 사
적 자치도 법질서 내에서의 자기결정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적자치의 무제한
적 측면을 규율하는 사적 자치 원칙의 수정이 이루어졌다.37)

(2) 사적 자치의 근거
사적 자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 자치는 근본적으로 인격
제9권 제2호(2002), 101-126쪽; Wolfgang Zollner, 사법에서의 사적자치, 법학논집 제28권(1992),
283-320쪽; 현소혜, 기본권과 사적자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 등 참조.
33) Bryan A. Garner (ed.), Black’s Law Ditionary, 8th., Thomson, 2008, <private>; <autonomy>.
34) Carl Creifelds, Rechtswörterbuch, 20. Aufl., 2011, S. 129 <Autonomie>.
35) 권리주체의 의사력을 권리로서 보호한다는 것을 사법체계의 중심개념으로 하고 있는 판덱텐 법학
의 발전으로 이러한 사적자치가 더욱 강력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김상용, 사적자치원칙의 향후과제,
고시연구 통권 제199호(1990.10.), 87쪽 이하; 권오승, 사적자치의 기초이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
제, 박영사, 1986, 3쪽 이하 참조.
36) 송덕수, 사적 자치에 관하여, 사회과학논집 제11집(1991), 47쪽.
37) 김상용, 앞의 글, 88쪽, 91-92쪽; 지원림, 앞의 글, 107쪽 이하; 송덕수, 앞의 글, 47쪽; 엄영진,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 고시계 통권 제357호(1986.10), 102쪽 이하; 이재희, 앞의 글(사적 영역
에서의 평등권 보장),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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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로운 발현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제도 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것
으로 이해된다.38) 따라서 사적 자치를 사법의 기본원리로 보아 사법 전체적으로 사
적 자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도 사적자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
은 없지만 헌법해석론으로 사적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도출해 내고 있다. 사적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도출하는 해석론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도출하거나,39) 인간의 존엄과 가치,40)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 열거되지 않은 권리 보장(제37조 제1항)규정이
결합한 것을 사적자치 보장의 근거로 본다.41) 또한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헌법
적 근거가 동일하다고 보고 각 개별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
본권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사
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며,42)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적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에 따라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개별기본권을 근거로 드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43)

(3) 사적 자치의 문제 상황과 사적 자치에 대한 제한 가능성
1) 사적 자치의 본질에 따른 내재적 한계
사적 자치의 본질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실질적 의사에 기한 자유로운 관계 형성
의 보장이다. 그러나 국가와 같은 우월적 권력이 일방 당사자가 아닌 한, 사인들 간
38) 관련하여 제철웅,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2006), 133쪽 이하;
이부하, 사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2009), 463-646쪽.
39) 사적자치의 원칙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는 헌재결정(헌재 1998.8.27. 96헌가 22 등 병합,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정, 헌재판례집 10-2, 339, 355~356)을 소개하면서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사적
자치의 원칙을 들고 있는 견해로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510쪽; 성낙인, 헌법학 제12판,
법문사, 2012, 427쪽.
40)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도출 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서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로 이부하, 앞의
글(사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법과 정책연구), 465쪽.
41) 사적 자치권과 계약의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49; 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판례집 15-1, 534, 546-547)을 소개
하면서 그러나 행복추구권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
구권을 그 근거로 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336-339쪽 참조.
42) 장영철, 헌법상 계약자유의 의미와 보호,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2002), 43쪽 이하.
43) 윤영미, 민사재판과 기본권 –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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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국가와 개인 사이만큼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상황에 변
화가 생겼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급증했고 사
회에서의 개인들 간의 경제적 권력의 편차 및 이로 인한 사회적 권력44)의 편차가 커
졌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자치 관계의 형성을 보장한다 하여도 상대적 약자에 해당
하는 어느 일방에 대하여는 자기 의사에 기한 실질적인 자치 관계를 형성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적 자치의 본질적 목적인 실질적 의사
자치의 보장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
하여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적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45) 이러한 태도가 드러난 규정으로 예컨
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4조, 또는 계약관계에서 약자에 해당
하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리한 것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652조를 들 수 있다.
2) 사적 자치에 대한 외부적 제한 가능성
사적 자치는 이제 더 이상 무제한의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자
치에 대한 제한 가능성 여부는 사적 자치와 그밖에 사법의 기본원리들의 관계를 통
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사적 자치는 사법의 최고원리로 기능하지만 사적 자치와 공
공복리를 대등한 관계로 놓고 볼 때 공공복리의 관점에 따른 신의성실, 사회질서 등
을 통하여 사적자치에 대하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사적 자치가 사법질서에
서 유일한 최고원리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경우에도 사적 자치의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질서 존중’의 원칙에 따라 사적 자치의 제한이 가능하다. 사적
자치가 개념상 법질서 내에서의 의사합치에 기한 법률관계 형성의 보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법질서는 사적 자치의 외부적 승인 및 관철 요건인 것이고, 사적 자치는
이러한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 요청된다.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법질서로서, (ⅰ) 사적자치적 형성이 금지되는 영역을 설정
하고, 사적 자치적 형성을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적 성립요건- 예컨대, 신고, 허가, 동
의 또는 증명 등 - 을 충족시키도록 규율하거나, (ⅱ) 개인의 사적 자치 작용이 다른
개인의 사적 자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위반시 제재를 규정하는 것(민법 제

44) 사적 자치에 대한 규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사회적 권력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윤영미, 앞의 글(민사재판과 기본권), 103쪽 이하 참조.
45) 이부하, 앞의 글(사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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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조), (ⅲ) 그밖에도 공동체의 공익 목적, 사회적 타당성 추구에 따라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것이다(민법 제103조).46) (ⅳ) 개별법률을 통해 사적 자치에 대한 규율이 이
뤄지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
단체 또는 사인(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도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 (ⅴ) 그리고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법질서에는, 가장 상위에
서 법질서의 준칙으로서 기능하는 헌법도 포함될 수 있다.
사적 자치에 대하여 민법 규정 및 개별법률의 입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한편, 구체적 문제 발생시 사법(司法)적 판단 과정을 통하여 사적 자치의 제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수의 학설에 따르면 사법관계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적용하
는 경우 일반조항 등 사법 규정의 해석을 매개로 헌법적 법익이 고려된다.47) 이러한
헌법적 고려가 적용된 판례로 예컨대,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
적 대우가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을 참고할 수 있다.

(4) 사적 자치에 대한 제한의 한계
사적 영역에서의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개별법률을 통하여 규율하거나, 민법
일반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불법성에 대해 책임지
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이미 사적 자치 자체에서도 예상되는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일 뿐이며, 그 자체로 곧바로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48) 헌법의
46) 참고로, 계약의 자유의 한계를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위한 경우에 대하여서
도 적용되는 외적 한계와 당사자 일방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다른 일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위
협받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적 한계로 나누고, 민법 제103조와 강행규정들을 외적 한계
로 분류하는 견해로 송덕수, 앞의 글(사적 자치에 관하여), 49쪽 참조.
47) 한편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원칙이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해석을 통해 헌법
상 기본권 보장이 간접 적용된다는 견해에 대해 “사실상 민법에서 이러한 일반조항을 설명함에 있
어서는 그 성질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파급효과가 사적인 법률관계에 뚫고 들어가는 창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기본권적인 가치에 좇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도 않다”는 평가가 있으며(양창수,, 헌법과 민법 - 민법의 관점에서, 64쪽), 이에 대해 민법 일반조항
의 해석에 있어서 당연히 기본권적 가치를 적용한다는 설명도 있다(김윤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에 관한 연구, 544쪽). 한편, 사법의 일반조항이나 불확정적인 개념만을 매개로 사법관계에 기본권
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확정구성요건이 있는 사법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사법규정
을 매개로 효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2, 1994, 1556 ff.; 김주환,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제3자적 효력, 사법행정 통권 491
호(2001), 20-31쪽;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2001),
160쪽).
48)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법 위헌소원에서 우리 헌법상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기타 경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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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규범을 근거로 사적 자치적 법률관계 형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도 사적 자
치가 전제하는 법질서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기초질서로서의 헌법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개별 법률의 구체화 없이 헌법이 직접 작용할
수 있는지 그 작용방식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을 구체화하는 개별법령 및 민사법적 규율에 의해 사적 자치를 제한할 수 있되,
이러한 개별법 차원의 규율에 흠결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 규범을 직접
근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적 자치가 법질서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 하여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율도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적 자치 또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
권이자 가치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제한
의 내용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적 자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 자치의 본질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
고, 사적 자치에 대한 규율은 가급적 예외적⋅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자
치에 대해 일반적 통제를 인정하거나 타율성을 강제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서는 안된
다는 한계를 갖는다.49)

(5) 소결: 사적 자치 침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논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사적 자치는 인간성의 기본적 원칙을 존중한다는 사상적 기초 하에 사회가 유지되
는 근본 토대를 형성해 왔다. 그것은 현존하는 질서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발
전된 형태이고, 사법의 대원칙으로서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
이기도 하다. 또한 사적 자치는 자유를 발현시키고 창의성, 개혁성 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윤창출의 유인이기도 하다.50) 사적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것이고, 사적 영역에서 개개의 시민들에게 (국가와 같은 수준

자유들이 보장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약자보호, 독점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당연히 법률상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는 조세법률주의 기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한,
재정수입, 사회적ㆍ경제적 규제와 조정을 위하여 사적 자치에 개입하거나, 사법상 법률행위의 내용
및 효력에 간섭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1999. 5. 27, 97헌바66, 판례집 11-1, 589,
602-603 참조.
49) 지원림, 앞의 글, 117쪽 이하 참조.
50) Eduard Picker, Anti-discrimination as a Program of Private Law? 4 German Law Journal 771 (2009), p.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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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등에 대한 공적⋅도덕적 가치에 따라 행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
에 기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적 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
는 것은 사실이다.51)
그러나 사적 자치가 원칙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과거와 같이 엄격하게 분리
되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자치의 개념 본질상 ‘진정한 의사에 기한’, ‘실질
적 자치 관계’ 형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법질서에 따른 제한을 전제하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사적 자치가 남용되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 헌법
적 가치 침해도 이러한 법익 침해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사적 자치 관계에서 평등
권의 대사인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례들은 평등권의 침해의 문제가 아니
라 사법차원의 권리 처분 문제이고,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이
러한 사적 자치적 관계 형성에 대하여 특별히 금지하는 법률이 있어서 법위반이 발
생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를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공법과 사법 및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적 전제에
서 보았을 때 사적 자치와 평등권이 다른 차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이원화의 경계가 약화되고 국가와 사회,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가는 등
상황이 변한 이상 평등권 침해가 사인 간에는 발생할 수 없다고 미리 전제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사인에 의한 차등대우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곧바로 평등권 침해로
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면에 사적 자치에 대한 제약, 사적 영
역에서의 차별금지가 곧바로 사적 자치의 침해로 이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구체적
인 상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평등권의 침해 혹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가치 - 사
적 자치 - 의 침해인지, 그리고 사인에 대한 차별 문제와 사적 자치 사이의 충돌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형량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
다.52)

51) Aharon Barak,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Private Law, in: Daniel Friedmann, Daphne Barak-Erez
eds. Human Rights in Private Law, Hart Publishing, 2001, p. 35; Eduard Picker, 앞의 글, pp. 778-779;
또한 사적 관계에서는 사적 자치가 그 적용에 있어서 우선성(priority)을 갖고 기본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subsidiarity)이 원칙이며, 기본권 규범의 일반적⋅개방적⋅불확정적 성격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에
구속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개인의 자율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Jan Smits, Private
Law and Fundamental Rights: a Skeptical View, Constitutionalisation of Private Law (Tom Barkhuysen
and Siewert Lindenbergh e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Leiden/Boston), 2006, pp. 9-22(특히 p. 15 이
하) 참조.
52) 이재희, 앞의 글(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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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보호되는 자유의 영역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
국가⋅사회 이원론에 따를 때, 국가기관의 구성 및 각각의 권한, 국가와 국민의 관
계를 규율하는 헌법은 국가의 권력적 작용 영역에서의 기본법이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사인의 차별대우
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의 (차
등대우를 할)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사회의 이원론적 관
점에서, 국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개개인의 행위는 헌법이 규율하지 않는 것이 원
칙이고,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이원적 구별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하여도 종래의 국가⋅
사회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53) (ⅰ)
국가와 사회를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논의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전개된 것
이다. 중세 이후 서구에서 국가 내지는 국가유사적 권력체가 발생하면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영역의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함께 나타났으며,54) 이는 부르주아 계
급의 등장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부르주아 계급이 정치적 자결권을 획득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탈국가화된 생활 영역을 사회 영역으로 개념화하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가권력은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형성되며 국가를 통
하여 실질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바탕까지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
를 기반으로 한 국가권력은 사회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데 비슷한 시기에 정치적 통일성 및 자결권의 획득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독일의
경우 주로 (사유)재산영역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서 국가를 사회와
분리하여 보고, 자유란 군주의 국가에 의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간섭을 방어하는 것
으로 보는 전통이 확립되었다.55) 즉, 국가와 사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이원론은 19
53)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재희, 앞의 글(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83-93쪽 참조.
54) 이에 대한 설명으로 김일영, 한국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2호(2000), 133쪽 참조.
55) Wolfgang Kahl, 변무웅 역,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법적 의미(Die rechtliche Bedeutung der
Unterscheid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 법과 정책 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4, 326
쪽 이하; Ernst-Wolfgang Böckenförde, 김효전 역, 개인적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
론적 구별,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 법문사, 1992, 17쪽; 서경석, 국가와 사회: 이원론과 일
원론,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2002), 9쪽; 김승환, 국가와 사회의 구별, 공법연구 제26권 제1호
(1998), 438-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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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독일의 입헌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고,56) 이제 고도의 산
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국가권
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통제⋅조정할 수 있게 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원론을 엄
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할 수 있는 것이다.57)
(ⅱ) 또한 국가 내에서 권력 분립을 통해 자체적인 권력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는
한편, 사회 내 불균형,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국가적 조정 및 급부
실현의 요청과 같이 국가와 사회 영역을 망라하여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는 요구가 발생하였다.58)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분리는 현실에 더욱 적합
하지 않게 되었다.59) 오늘날 국가는 사회적 조정, 법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전제조건의 형성뿐 아니라 포괄적 사회보장, 복지의 향상, 사회적 진보 지향과 같은
새로운 임무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60)
(ⅲ) 현재의 헌법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분리되고 자유로운 사회 영역이란 이미 존
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의한 개입과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목표 설정으로부터 나오
는 규제가 오히려 중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사회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기능상 사회의 자기조직 시스템의 한 형태가 국가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가와 사회의 분리를 고수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적 정치권
56) 계희열, 실증주의적 헌법학방법론, 안암법학 창간호(1993), 30쪽; Ernst-Wolfgang Böckenförde, 김효전
역, 현재의 민주적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의 의미, 헌법⋅국가⋅자유, 법문사,
1994, 140쪽. Fosthoff의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국가⋅사회 이원론은 오히려 서구의 국가이론에서 독
일의 것이 이탈한 특수한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서구의 전통 국가이론을 계승하고 있는 영미식의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정부(government) 개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Horst Ehmke, 김효전
역, 헌법이론적 문제로서의 국가와 사회,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 법문사, 156쪽.
57) Böckenförde, 앞의 글(개인적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 30쪽; Konrad
Hesse, 계희열 역,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갖는 현대적 문제성과 의의에 관한 몇 가지 소견, 헌법의
기초이론, 박영사, 2001, 40쪽. 국가와 사회의 분리는 역사적 진행단계상 후기 절대주의와 초기 입
헌주의에 속할 수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기 시작함에 따라 그 의미와 정당성을 상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희열, 앞의 글, 51쪽.
58) 김일영, 앞의 글, 134쪽 이하 참조.
59) 현대 민주주의 국가, 사회국가로의 발전의 경향 속에서는 19세기에 속하는 분리 대신에 국가와 사
회의 필연적 결합⋅혼합이 나타난다. Böckenförde, 앞의 글(개인적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국가와 사
회의 헌법이론적 구별), 13-14쪽; Kahl, 앞의 글, 327쪽 이하.
60) Böckenförde, 앞의 글(현재의 민주적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의 의미), 162쪽; 근대
국가의 변천과 함께 국가의 역할 변화를 경찰국가(Polizeistaat), 법치국가(Rechtsstaat), 사회국가
(Sozialstaat), 그리고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한편 위험에 대한 통제력
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적 행위주체들에게 정보제공과 설득을 통한 유도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현재의 유도국가(Steuerungsstaat)의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송석
윤,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 2007, 1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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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형성기제에 반하는 것일 수 있으며, 사회를 초월한, 그리고 사회와 분리된 국가적
권위의 복고와 연관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61)
국가와 사회의 구별은 여전히 일정 부분 유효하며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러나 그렇다고 하여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엄격하게 영역적으로 구별되는 것 또한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사회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혼재되는 현상이 증가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헌법의 역할 및 위
상을 고려할 때, 현재의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된 영역 중 국가권력관계에 대
해서만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영역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생활관계의 기본틀을 그 대상으로 하여, 법질서의 최고규범의 위치에서 공동체 전체
의 유지⋅발전 및 개인의 인권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물론 사적 자치도
포함되지만, 사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자유의 보장,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평등
의 보장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62)

3. 공⋅사법 이원론, 사회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질서 위배 여부
사적 차별금지는 전형적인 공법의 분류 속에서 공법에 속하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
을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적 규율 영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통적
공⋅사법이원론63)에 따를 때 사법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의 기본법으로서 기
능하는 민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비판되었다.

(1) 공⋅사법 이원론에 대한 평가
근대 이래 민법은 국가와 구별되는 사회 영역의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고, 사회
영역을 자신의 관할로 삼아왔다. 그리고 민법이 담당하지 않는 영역이 공법의 영역
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64) 공사법 이원론에 따를 때 국가가 공법 영역에
서 추구해야 할 공적⋅도덕적 가치를 사적 영역에서 사법으로 규율되는 시민의 행동

61) Böckenförde, 앞의 글(현재의 민주적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의 의미), 131-132쪽.
62) 이재희, 앞의 글(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93쪽; 이재희, 앞의 글(일반적 차별금지법), 109-111
쪽.
63)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정리는, 강문용, 공사법의 구별, 사법행정 제15권 제5호(1974), 25-27쪽.
64) 양천수,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
철학적 고찰 - ,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경인문화사, 201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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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65)
그러나 공사법 이원론의 법체계 구분의 경향은 자유주의적 법원리에 사회국가원
리가 가미되면서 구별이 극복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학설들(이익설, 권력설, 주체설, 신주체설, 생활관계설 등)에서 법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하였고,66) 각각의 법규범이 추구하는 목적, 규
율내용 및 대상의 특수성, 법률관계의 주체가 다양한 것이어서 민법과 행정법, 민법
과 형법과 같이 개별법의 특성을 서로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공⋅사법의 이원적 구별로써 법체계 분류의 일반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부적
합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67)
현실적으로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등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면
서 현대사회에서 민법이 관할하는 영역 및 대상의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반
면, 전통적인 공사법 이원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68) 민법이 규율하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공법적 규율, 특히 헌법적 개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민법의 지위에 대한 평가
가 약화되고 민법의 고유한 규율영역이 축소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69)

(2) 사적 차별 금지 규율은 사회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질서에 대한 침해인가
민법이 사법의 일반법이며, 사회의 기본법으로 별도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 체계에 기초할 때 공법과 사법 사이의 관계가 상하 관계이거나 사법이
공법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공법에 속하는 헌법에 의하여 사
법에 대한 헌법심사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민법이 사법의 일반법이라는 정의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국가영역에서의 기본원리를 정하는 헌법과는 다른 관점
65) Picker, 앞의 글, 778쪽.
66)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박영사, 2011, 14쪽.
67) Hans Kelsen, Trans. A. Wedberg,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The Lawbook Exchange, Ltd. Union
New Jersey, 1999, p. 207.
68) 사법으로 규율된다고 여겨졌던 영역에 이미 공법적 개념들 -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 - 이 적용되
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들이 포함되면서 공⋅사법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내용에 대하여 정종휴, 한국민법의 편찬과 비교법적 위치 - 한
일법사학계의 협력을 기대하며 -, 법사학연구 제40호(2009), 34쪽 이하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제 공
법과 사법 양자는 구별을 전제로 하면서도 교호적 포용(포괄) 질서(wechselseitige Auffangordnungen)
의 관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김중권, 사권형성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에 의한 직접적 사권
형성 - ,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2009), 233쪽.
69) 양천수,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
철학적 고찰 - ,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경인문화사, 201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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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가이전의 공동생활, 즉 사회의 기본법은 민법이며 자유의 헌장이라는 헌법은
자유로운 개인 사이의 법형식으로 전해 내려온 사법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다.70)
그런데, 오늘날 헌법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로서, 공동체 내의 개인의 기본권을 보
장하고,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공동체를 구
성하는 사회 부분 영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을 추구한다. 이러한 헌법의 보장 이념 속에는 개인의 기본권 및 개인적 자치의 일부
로서 사적 자치의 보장도 포함된다. 반면에 개인 간의 사적 자치적 형성의 보장을 목
적으로 하는 사법의 이념에 이같은 헌법의 이념이 충분히 포함되어서 실현되기는 어
렵다. 그런데 헌법과 민법을 각각 공⋅사법, 그리고 국가와 사회 영역에서의 기본법
으로 보고, 사법 내지 사회 영역에 대한 헌법적 규율을 차단한다면, 헌법이 추구하는
공동체 전체의 유지⋅발전 및 조화의 목표와 같은 것은 사법의 입구에서 막히게 되
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큰 부분에서 헌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71) 특히 종
래 사적 자유와 개인의 의사, 선호에 대한 존중을 중시해온 민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민법의 기본질서만으로 사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고 사적 차별을 규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공⋅사법의 적용영역의 이원적 구분에 근거하여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영역에 헌법의 평등권 보장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
며, 헌법과 민법의 규율 범위가 겹치는 영역에 대해 개별법으로서 민법이 우선 적용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헌법의 평등규범과 민법의 사적 자치원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헌법적 가치 보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 형량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사적 차별 금지는 민사법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일 수 없는가
사법의 규율 영역인 사적 영역, 사인간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차별대우가 원칙이고,
차별금지⋅평등대우는 사법적 가치목록에서 과연 제거되어야 할 것인가.
70) 양창수, 헌법과 민법-민법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4집(1998), 73-74쪽; 이러한 입장
에 대한 설명으로 황우여, 헌법의 사법적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3권, 박영사, 1991, 326쪽 이하 참
조; 일본에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소개로 정종휴, 헌법과 민법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7권 제3호(2009), 6쪽 이하 참조.
71) 이와 관련하여 사법이 헌법적 가치, 특히 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헌법과 완전
한 조화를 이루고 이러한 하나의 법체계를 완성할 정도의 개념의 형성, 변환을 이루기까지 과도기
적으로 헌법의 가치가 간접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황우여, 앞의 글, 338
쪽,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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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는 대등한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기결정, 의사 자치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당사자 간 자기결정, 합의 그 자
체를 보장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이면서 자유주의를 실현하
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때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한쪽에 치우친 불균형한 지위에 있다면 사법에서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적 자치의
기본전제가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적 영역에서의 당사자 간 평등
한 지위의 확보는 사법의 전제조건이자 사법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라
고 할 수 있다.
사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는, 국가적 개입이 배제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
정, 사적 자치적 결정내용의 무규정 및 무형식성, 자기의사에 기한 법률관계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사회공동체의 도
덕률, 정의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차별이 사회에 만연하고 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
는 경우, 그것이 아무리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한 없이 수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사적 영역에서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 논의, 기본권의 대사인
적 효력 논의가 촉발되었던 것은 예컨대 독일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였고,
미국의 경우 사적 계약에 의한 인종차별의 효력부인 문제였다. 즉, 사적 차별문제였
던 것이다. 임계점을 넘은 불공정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면 사회구성원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그러한 차별적 관계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부담을 지는
일방당사자는 자기책임원칙에의 구속 자체를 거부하고자 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사
적 자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사적 자치는 전국가적, 초법적 사실상의 자유의 보장을 추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립된 외딴 섬에 홀로 살아가지 않는 한 사적 자치적 결정은 법적 승인과
보장, 관철을 위한 법질서의 조력을 요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사적 자치의 의의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의’ 사인들 사이의 의사 자치에 따른 결정의 보장이라고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적 자치 역시 공동체의 공통된 가치를 수용한 법질서와 분
리하여 이해할 수 없고, 법질서를 통해 추구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존
엄, 개인의 자유, 평등 보호의 가치를 한계로 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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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 자치와 차별금지 충돌에 대한 해결의 모색: 포괄적 차
별금지법 제정
1. 우리사회의 차별 문제 상황
한국사회는 정부수립 이래로 비민주정권의 장기집권, 오랜 정치적 불안정기를 거
쳐, 민주화, 경제성장을 통한 중산층의 출현, 산업화와 함께 조직화된 노동자 세력의
성장 등을 동인으로 하여 이제 형식적 법적 평등뿐 아니라 결과적, 사회적 평등 보장
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비로소 헌법이 규범
력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서 작용할 수 있는 생활규범으로 인식되면서 평등권 보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72)은 오랜 관행과 전통으로 인해 심각한 사
회문제로 자리잡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헌법 시대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
로 인식되었으며, 제헌헌법에서도 이러한 토대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현행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차별적 관행은 여전히 해소
되지 않고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다. 또한 단일민족국가의 역사와 최근 급증하는 국
제결혼⋅결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현실이 맞물려 인종⋅민족⋅출신을 원인
으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73),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맞물려 고용관계
72) 성별을 원인으로 하는 차별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오
랜 가부장적 관습과 제도적⋅사회적 차별의 역사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주로 문제되고 있
다. 이러한 성차별에는 성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차별뿐 아니라 성별과 관련되는 임신이나
출산을 원인으로 한 차별, 성희롱 등도 포함된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적 조치 및 입
법적 규제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주요부분 예컨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이나 기업의사결정
직에서의 여성 현황 등에서의 성평등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은 37.8%, 4급이상 여성공무원은 13.5%, 여성 교장⋅교감은 37.3%,
여군 장교는 7.1%, 공공기관 여성관리자는 17.2%이며(여성가족부 공공부문별 여성대표성 확대목표
추진실적 참조: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3.do (최종검색: 2017. 8. 21. 09:00)), 민간기업
의 경우 2016년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2.7%에 불과하다(여성가족부 정책뉴스: http://www.
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280(최종검색: 2017. 8. 21. 09:00)). 임금
에서의 성별 격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여성의 월급여액은 남성의 월급여액의
67.8% 수준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37.2%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임금격차는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통계청, 남성대비 여성 임
금비율 통계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최종검색: 2017. 8.
21. 09:00))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여성 할당제) 등이
시행되면서 역차별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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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사적 영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74) 그밖
에도 장애를 원인으로 한 차별, 연령차별, 종교를 원인으로 한 차별, 양심이나 신념을
원인으로 한 차별, 혼인여부⋅가족관계⋅가족구성형태를 원인으로 한 차별, 성적 지
향을 원인으로 한 차별, 전과를 원인으로 한 차별, 병력(病歷)을 원인으로 한 차별,
노조활동을 원인으로 한 차별, 문화⋅언어를 원인으로 한 차별, 출신학교⋅학력⋅학
벌을 원인으로 한 차별, 빈부격차 및 빈부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현실에서의 다양한 차별 문제의 발생은 문제영역별로 그리고 개별적 사례별로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규율 원칙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75)

2. 사적 자치와 차별금지의 충돌의 특수성과 형량을 위한 고려요소
(1) 차별금지와 사적 자치, 자유권의 충돌
사적 영역은 원칙적으로 자유의 영역이다. 사적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 이외에도
다양한 자유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사인들은 선호, 경제적 동기
등 여하한 이유로 사적 관계 형성시 상대방 선택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인을 차등대
우할 자유를 향유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권,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
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헌법상의 자유권으로 보호되기도 한다.
사적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 개인이 다른 사인을 차등대우할 자유에 대하여 제약
이 발생하고 이 제약은 헌법적 한계를 유월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적 측
73) 한국은 대체로 단일민족⋅단일인종 국가로 유지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혈통주의⋅순혈주의 전통이
강하다. 그동안에는 한국전쟁 후 미군과 결혼하여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주로 문제되었고
그 외에는 인종⋅민족⋅혈통에 따른 차별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과
이로 인한 결혼이민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결혼하는 예들도 나타나면서 다문화가
정이 급증하였고, 이들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7년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1995년 이래 국제결혼도 급증하고 있
다. 결혼, 근로 등을 원인으로 한 외국이주민은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해성, 차별금지법(안)
에 대한 토론문 - 외국이주민 입장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인권국, 2007, 91-92쪽; 이준일, 앞의 글(차별금지법), 83-84쪽. 따라서 인종⋅민족⋅
혈통과 같은 요소로 인한 차별도 이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4)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제의 시행에
도 불구하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는 실질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이러한 소위 비정규직보
호법 시행과 함께 발생한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비상시업무나 비숙련업무 근로
자에 의한 대량 계약해지 및 해고, 재고용 관행화, 외주화와 간접고용확대 등의 실태 또한 매우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75) 이재희, 앞의 글(일반적 차별금지법), 106-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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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권, 재산권,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을 근거로 다른 사인에 대하여 차등대우할 사인의 자유권과, 다른 사인에 의하여 차
별대우를 받지 않을 사인의 평등권이 상호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 자유권과
평등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에 대하여 형량하여 판단할 것이 요청된다.

(2)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안
기본권 충돌은 기본권 주체인 사인들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
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
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갖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기본권은 사인 상호간에도 효력을 갖는다는 기
본권의 대사인효가 인정되면서 사인 사이의 상호 대립하는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주
장을 의미하는 기본권 충돌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해결방안으로는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기본권의 서열이
론, 법익형량이론, 실제적 조화이론 등이 논의되었다.76) (ⅰ) 입법의 자유영역이론은
기본권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를 법원이나 헌
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되고 입법자가 자유로운 법형성을 통해 갈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법형
성이 헌법적으로 허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ⅱ) 기본권의
서열 이론은 기본권들 사이의 추상적 서열을 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 기본권으로 하고 이에 근접하는 기본권들에 더
높은 서열을 인정한 다음 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본권과 그렇지 않은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서열에 따라 우위의 기본권을 우선 보장하다는 것이다. (ⅲ) 법익형량
이론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들이 구체적 사건에서 갖는 비중을 비교 형
량하여 보다 큰 법익을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돌하는 기본권을 형량하는 방법
과 기준이 중요하게 된다. (ⅳ) 실제적 조화 이론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
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충돌하는 양 법익을 모두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 법익이 모두 동시에 가장 잘 실현되도록 상호 정서해야 하고, 이
때 두 개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경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비례적으로 정해져야 하
는 것이다.
입법의 자유영역이론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 기본권 충돌을 해결
76)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12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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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고 이 경우 침묵하는 것은 결국 사적 영역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기본권
침해를 수인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 기본권 충돌의 경우를 포함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입법자뿐 아니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다른 국가기관들의 임무이
기도 하다고 비판될 수 있다. 기본권의 서열 이론은 서열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법익형량은 형량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
견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실제적 조화이론 역시 결국 양 법익을 형량하여 양자
택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77) 기본권 충돌 문제에 대하여 궁극적으
로는 실제적 조화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양 기본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럼에도 이러한 조화적 방안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양 기본권 사이의 형
량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사적 자치와 사적 차별 금지 사이의 형량을 위한 고려요소
사적 차별로부터의 평등권 보호와 다른 사인의 차등대우할 자유 사이의 충돌이 문
제되는 경우, 양 기본권에 대한 실제적 조화방법을 찾고, 양자택일적 보장만이 가능
한 경우에는 양 기본권에 대한 법익 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 조
화의 원리에 따라 기본권 충돌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양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쪽 기본권 보장 요청 사이에서 기본권 자체뿐 아니라
평등권과 사적 자치, 자유권과 관련된 제반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
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 조화를 통한 해결이 어려워서 법익형량에 의하는 경우에
도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해야 한다. 즉, 사적 차별 문제에 대하여 판
단할 때에는 단순히 평등권과 사적 자치, 자유권만을 형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
본권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제반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평등권 보장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요청: 헌법이 특별히 평등권 보장, 차별금
지를 명령하고 있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 또는 차별금지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표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헌법의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헌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사적 영역에서
의 평등권 보장 요청이 더 정당화될 수 있다.
(ⅱ) 평등권으로 보장되는 법익의 중요성, 차별 피해의 심각성: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77) 계희열, 앞의 글(헌법학(중)), 12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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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별행위는 사인에 의한 것이더라도 국가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그리고 사적 차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개별 자유권과 평등권을 동시에 침해
하는 경우에는 사적 자치,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사이의 형량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
되어 평등권 보장 요청이 더 정당화될 수 있다.
(ⅲ) 차별 표지의 특수성: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평등권이 인적 차별요소와 관련
된 것인지 그리고 개인의 인격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
를 분리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일정한 고립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요
청이 더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사적 영역에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다양성을 고려
한 구별은 금지되는 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구별을
통해 일종의 위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차별금지가 요청될 수 있다.78)
(ⅳ) 보장이 요청되는 평등권의 개념과 보장의 정도: 사적 영역에서 요청되는 평등
권 보장이 형식적 기회의 평등에 해당하는지, 실질적 평등, 또는 사회적 평등에 해당
하는지에 따라서 평등권 보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종교를 이유로 사적
근로 및 고용 관계에서 차별하지 않을 것이 요청되는 경우와 이에 더하여 사적 근로
관계에서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는 결과에 이
르도록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배려⋅조정할 것이 요청되는 경우
각각의 요청을 수용하여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할 사인의 의무 부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79)
(ⅴ) 사적 자치, 자유의 중요성: 차등대우를 하는 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적
자유의 성격과 보장되어야 하는 정도도 고려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 평등권과 대립
할 수 있는 사인의 기본권적 자유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의 자유, 사
적 자치권, 재산권, 영업(경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유언의 자유 등으
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평등권과 대립하는 사인의 자유가 예컨대 종교의 자유와
같이 개개인의 인격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에 반하여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신적 자유권인 경우 이러한 점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등대우
를 하는 사인에 대하여 평등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해당 사인의 기본권적 자유
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발생시키는지와 제약에 대해 수인할 것이 기대될 수 있
78) 조순경, 차별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차별조사국 편,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1), 국가인권위원회,
2002, 18쪽 이하.
79) 이와 관련하여 송기춘,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 미 연방 인권법 규
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2010), 243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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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도 고려해야 할 요소에 포함된다. 만약 침해자인 사인의 기본권적 자유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평등대우가 요청될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80)
(ⅵ) 사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의사결정력, 세력의 불균형 여부: 사적 관계에서 당
사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과 이로 인하여 사적 자치의 전제조건으로서 당사자들의
의사 자치가 실현될 수 없게 된 것이 사적 영역에서 평등권이 작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는 견해들이 있다.81) 즉, 침해자인 사인이 평등권의 제약을 받는 사
인과의 관계에서 권력적 위치에 있는지, 소위 사회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82) 또는
양 당사자인 사인들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지, 의사자치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
침해자인 사인이 해당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ⅶ) 사적 영역과 국가 영역의 관련성, 유사성 및 사적 영역의 고유성 여부: 문제되
는 사적 관계의 영역이 지극히 사적 요소가 강한 관계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가내수공업이나 고용근로자수가 적고 구성원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기업인
경우에 대해서까지, 국가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로 차별금지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반면에 해당 사적 관계에 공적 요소가 강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국가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등에는 사적 자치, 자유권 보장이 보다 축소
되어 고려될 수 있다.
80) 송기춘, 앞의 글, 248-249쪽.
81) 예컨대, 장석조,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법조 제56권 제7호(2007), 43쪽 이하. 다만 이러한 관점에
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성이 사적 영역에서 평등권이 작용되게 되는 기초가 되는 동시
에 한계가 되는 것이기도 하여서,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회복되고 당사자들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
여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적 영역에서의 기본권 작용이 다시 종료된다고 한다.
즉,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작용은 문제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석조, 같은 글, 44-45쪽.
82) Konrad Hesse, 계희열 역,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229쪽; Werner Heun, Art. 3, in: Dreier
(Hrsg.), Grundgesetz Kommentar, 2. Aufl., Bd. 1, Mohr Siebeck, 2004, Rn. 69 (S. 444); 사법적 관계에
서 일방 당사자의 사회적 권력이 막강할수록, 기본권이 사법에 작용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하
는 것으로 Wolfgang Rüfner, Grundrechtsadressaten, in: Isensee/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Ⅸ, C. F. Müller Heidelberg 2011, Rn. 116 (S.
838); 예외적으로 사적 관계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권력으로서 작용한 경우에 대
하여 평등권 보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로 Werner Heun, § 34, in: Merten/Papier (Hrsg.),
Handbuch der Grundrechte, Bd. Ⅱ, C. F. Müller, 2006, Rn. 54 (S. 471); 조직된 사회적 통일체들이 다
원화된 사회 속에서 국가 이외의 사회적 권력으로서 개인에 대해 대립관계를 이루는 경우에 대하
여 특히 문제의 심각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회적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
하여서만큼은 기본권의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하려는 입장도 있고, 이러한 사회적 세력의 문제를 공
적 기능 또는 공적 기능을 수반하는 공적 재산 등으로 의제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적용하려는 입장
도 있으며, 노동관계와 같이 특히 사적 권력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기본권 적용을
인정하려는 입장도 있다. 황우여, 헌법의 사법적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3권, 박영사, 1991, 339-34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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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적 영역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고려: 예컨대 ① 혼인⋅가족 영역은 다른 영
역에 비하여 전통이나 관습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고 내밀한 영역으로서 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혼인⋅가족 역시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로서 헌법적 규
율 대상에 포함되며, 우리 헌법이 혼인⋅가족에서의 양성 평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종교⋅신앙의 영역은 인간의 정신적⋅내면적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보장이 특히 중요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내부적
자율권이 존중된다. 그러나 종교 영역의 경우에도 차등대우가 종교 영역의 질서를
넘어서 국가법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달리 고려될 수 있다. ③ 교육 영역은 국가의 교육 제도 보장과 연결되
는 측면이 있고 헌법이 교육기회 균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라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서 차별금지가 요청될 수 있다. ④ 고용⋅노동 영
역은 전통적으로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된 대표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
영역은 개개인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고, 고용 관계의 양 당사자 사이
의 의사결정력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견되어 이를 교정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에 따라 규율하고 있기도 하고, 헌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일정한 경우 사인은 차등대우할 자유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⑤ 재화⋅용역의 거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보장되고 차등대우할 자유도 보장된다. 그러나
특히 대량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택 임대차와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의 거
래의 경우, 보험 계약처럼 사회보장적 역할을 일부 맡고 있어서 공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재화⋅용역의 거래에서의 사회적 차별의 관행이 공고해져서
사회적 인식⋅편견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요청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3. 형량과정의 법제화 필요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청
사적 차별 금지 문제는 항상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평등권 보장과, 반대쪽의
사적 자치, 차별할 자유 사이의 충돌 문제를 수반한다. 사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
고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자유
로운 선호, 선택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 양자의
충돌에 대하여 형량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체계에서 이러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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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를 살펴보면, 사적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률 및 개별법령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넓은 범주에서 사적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고,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표지에 기한 차별을 금지하
면서 사적 차별도 함께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별법
률의 일부 규정으로서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용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
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
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등 민법 일반규정을 통해 사적 차별
에 대해 규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차별금지 사유 및 차별유
형 규율에 있어서 흠결이 문제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 한계가 있어서
사적 차별금지의 실효적 관철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률
의 경우 제한된 영역에서특정 표지에 기한 차별만 규율한다는 한계가 있고 구제절차
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별법령들 사이의 충돌 및 체계정합성도 여전
히 문제로 남는다.83) 개별법령을 적용하거나 흠결시 민법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사법
절차를 통해 사적 차별을 규율할 수도 있겠지만, 민법 일반조항을 통한 사적 차별 규
율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해석론을 개발해야 하고 예외적 교정 기능을 하는 일반조
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적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위해 일반조항이 적극적으로 원용
되기 어려우며, 일반조항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84) 법원의 구체적인 사법판단 과정에서는, 사적 차별금지에 대한 개별법
률의 명문 규정의 근거가 있지 않은 한, 다수의 적용판례가 축적되어 사례군을 형성
하지 않은 상태인 사적 차별금지 규율을 예외조항인 민법 일반조항 해석 및 적용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사법적극주의의 비판 등을 우려하여 예외적으
로 차별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만 일반조항을 원용하고 그 외에는 차별판단에 소극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법제를 통해서는, 양자의 충돌에 대한
형량과정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어렵고, 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가능성, 형량의 타당성, 설득력을 담보하기 어렵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적 자치와 사적 차별금지의 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개별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적 차별금지의 강조 또
83) 이재희, 앞의 글(일반적 차별금지법), 117쪽 이하; 김진우, 앞의 글, 206쪽.
84) 이에 대하여는 이재희, 평등권의 대사인효와 그 구체적 적용방식: 일반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저스
티스 통권 제138호(2013), 5쪽 이하 특히 2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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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별금지 규율의 예외적 적용 배제 등을 예측가능하도록 명문규정화한 사적 차별
문제 해결의 기본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청되는 바이다.

Ⅴ. 결론
현대사회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사적 영역이 급격히 팽창하였고, 한편
사적 영역과 국가의 공적 영역이 혼재되고 교차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국가의 권력적 관계가 아닌 상호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 형성 보장
이라는 사적 자치의 기본전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만큼, 사적 영역에서 사인 간 세력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그런데 직업생활, 주거생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등 개인의 생
활 영역 중에 사적 관계 형성이 매개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사적 영
역에서 사인이 다른 사인에 대하여 행하는 차별대우를 사적 자치라 하여 용인한다면
헌법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인 평등은 사실상 관철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피해자 개인의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차별행위의 목표가 되는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
선하고 인권의 보장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차별받는 그룹에
속해 있지 않는 개인들의 평등 보장 수준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차별에 의한 사회갈
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통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 헌법이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의 이념,
평등보장의 헌법사적 배경, 헌법상 평등조항에 대한 규정 태도를 고려할 때, 기본권
의 대사인적 효력 이론에 따라 우리 헌법의 평등권 보장을 사적 영역에 적용하여 차
별을 금지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차
별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에서도 강력하게 차별금지규율을 관철할 것이 요청된다.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현실적 근거와 헌법규범적 근거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 사인의 평등하게 대우받을
이익과 다른 사인의 차별대우할 자유, 사적 자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
고 사적 차별 금지는 (차별행위자의) 사적 자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
에 국가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문제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고, 더욱이 평등권은, 일
정한 보호영역을 갖고 있는 자유권과 달리 본질적으로 가치평가 매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권 보장 문제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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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적 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적 차별 규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사인의 평
등권과 다른 사인의 사적 자치, 자유권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 형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현행법제로서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이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으로
는 사적 차별문제를 실효적으로 흠결 없이 규율할 수 없고, 민법 일반조항을 통한 사
적 차별 규율로는 차별문제의 적극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구체적 문제
상황의 특수성,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적 차별의 금지에서 필수적인 사적 자
치와 평등권 사이의 형량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통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 내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회통
합에 기여한다는 현실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현행법제 및 이를 적용한 사법적 판
단과정으로는 기술적⋅내용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입법을 통해 오랜 기간 유예되어 왔던 사회적 평등 실현 목표를 향한 첫걸음
을 내딛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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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
주요 내용과 쟁점 1 (총칙)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Key Contents and Issues 1 (General Provisions)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
주요 내용과 쟁점 1 (총칙) *
85)

홍 성 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Ⅰ. 들어가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차별금지법 발의 (2007-2008)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안｣ 권고 (2006.7.):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2007.10., 발의 (2007.12). 보수기독교계와 기업들
의 반발로 7개 차별금지사유(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
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가 삭제된 형태로 발의됨.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결성 (2007.12): 동성애 반
대운동진영의 반발로 일부 차별금지사유가 빠지자, 이에 대응하여 ‘성소수자차별
저지긴급행동’을 결성하였고, 이어서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반차별공동행동) 출범.
- 차별금지법안 (노희찬 의원 대표발의) 발의 (2008.1.): ‘반차별공동행동’에서 논의
된 안.
￭ 차별금지법 재발의 (2008-2011)
-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활동 (2010.2-12): 활동 결과물로 법안이 마련
되었다고 알려져 있음 (비공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2011):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응하여 차별금지
* 발표문에 제시된 해외 법제 사례 등을 충분히 재확인하지 않아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을 양해바라며, 발표문의 인용은 발표자에게 사전 허락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수:
sungso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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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연대가 결성됨.
- 차별금지기본법안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발의 (2011):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 지
향 등 삭제, 차별진정 대상을 법무부로 지정하는 등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함.
- 차별금지법안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논의된
안.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대두 (2010-2013)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0),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2013) 등의 정과정에서 차별금지조항을 놓고 격
하게 대립함.

￭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확산과 위기 (2013-2017)
-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발의 (2012): 회기만료로 폐기됨.
- 법무부 차별금지법(동등대우법)안 (2013): 내부적으로 법안 마련.
-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발의 (2013): 보수기독교계 등 반발로 철회
됨.
-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발의 (2013): 보수기독교계 등 반발로 철회
됨.
- 인권교육지원법안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4): 인권위가 주관하게 될 인권교
육이 동성애 교육을 강화한다는 반발로 인해 철회됨.
-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추진) (2014): 동성혼 우회
법안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발의되지 못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6): 인권위의 기업인권업무
를 확대강화하는 법안이었으나, 친동성애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는 반발에 부딛
혀 철회됨.
- 아동복지법 개정법안(박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문제가 되어 철회됨.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라는 구절 중 ‘다양한 가족’이 동성혼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해석될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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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동안 각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서 인권조례, 성평등기본조례, 학생인권
조례, 아동청소년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인권헌장, 인권선언 등이 반동
성애단체의 반대로 유보되거나 부결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함.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재개와 반동성애 개헌반대운동 (2016-2017)
- 조기 대선와 성소수자 문제 이슈화: 대선 시기 성소수자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
됨. 차별금지법, 군형법 추행죄 문제가 대선 이슈로 등장함.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재개: 2016년 대선 시기 성소수자 문제 이슈화를 계기
로 2014년 이후 중단된 활동을 재개. 10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재가입 25개, 신규
가입 77개) 가입.
-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창립 (2017.7) - 주요 주장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변경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반대, 차별금지사유에서 ‘등’
삭제 (예시적 규정을 열거적 규정으로 변경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반대.
법안명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약칭: 인권위 법안)

성안/발의 일시

비고

2006.7.25.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추진기획단 차별금지법안1)

2007.7.4.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2007.12.12.

(약칭: 법무부 법안)

(17대 국회)

차별금지법안 (노회찬의원등 10인)

2008.1.28.

시민단체안 반영

(약칭: 노회찬 법안)

(17대 국회)

회기만료 폐기

정부발의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
법무부 차별금지법(동등대우법)안

2010.12

과위원회 내부 논의안 (비
공개)

차별금지기본법안 (박은수의원 등 11인)

2011.9.15.

(약칭: 박은수 법안)

(18대 국회)

차별금지법안 (권영길의원 등 10인)

2011.12.2.

(약칭: 권영길 법안)

(18대 국회)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2012.11.6.

(김재연 법안)

(19대 국회)

법무부 차별금지법(동등대우법)안

2013년

회기만료 폐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안

반

영
회기만료 폐기
회기만료 폐기
내부 논의안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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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2013.2.20.

철회

(약칭: 최원식 법안)

(19대 국회)

(2013년 4월 24일)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2013.2.12

철회

(약칭: 김한길 법안)

(19대 국회)

(2013년 4월 24일)

<표1: 기존 차별금지법안 목록>
언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입법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 기존의 차별금지법안들이 2006년 인권위 권고
법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10년 동안 변화된 현실과 발전된 이론
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과 기존 법률,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 법안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예컨대,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가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 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성차별⋅성희롱금지
법안2), 학력차별금지법안3), 인권기본법안4), 혐오죄법안5) 등 그동안 제⋅개정된 법
률들과 차별금지법 사이의 체계적 조화를 꾀할 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자체 인권규범과 제도가 크게 성장했는데, 차별금지법이 이에 대한 기본법
1)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2007년 4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추진기
획단을 구성하여 법안 조정작업을 시작했고, 7월 4일 최종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에 이관했다. 이숙
진,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과 입법운동의 동학”, 동향과 전망 77, 2009, 436쪽 참조.
2)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9인) (2013.11.20. 발의, 임기만
료폐기)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45인) 의원 (2015.4.10.
발의, 임기만료폐기)
3)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25인) (2017.2.10. 발의), 학
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6.11.28 발의), 공공기관의 학
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24인) (2016.9.2. 발의),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2013.4.18. 발의, 임기만료폐기), 학력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김한길의원 등 34인) (2012.10.25 발의, 임기만료폐기), 학력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2012.6.26. 발의, 철회),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2011.11.23. 발의, 임기만료폐기),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등 14인) (2010.5.14. 발의, 임기만료폐기).
4) 19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추미애의원실 등에서 준비되다가 발의에는 실패했다.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3.6.20.)이 제출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311조의2(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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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새롭게 설계할 필요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및
위상 강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의 관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총칙 조항에 관한 쟁점과 과제를 정리
해보려고 한다. 편의상 최근의 진전된 논의를 비교적 많이 담고 있는 법안인,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2.11.6., 19대 국회)을 기준으로 쟁점과 개정방향
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법명, 총칙장, 목적조항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명, 총칙장(제1장), 목적조항(1조)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지향하는 법인지에 관
한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일단 기존에 제출된 법의 이름은 대개 ‘차별금지
법’이었고, 2011년 박은수 법안만 ‘차별금지기본법’이었다. 다만, 2010년과 2013년 법
무부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안(비공개)는 ‘동등대우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외국
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호주)6), 인권법(캐나다, 뉴질랜드), 일반평등대우법(독일, 네
덜란드)7), 평등대우법(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
평등법(영국)8), (인종, 고용, 남녀) 평등대우원칙의 이행을 위한 지침(유럽연합) 등의
6) ‘anti-discrimination act’가 아니라 ‘discrimination ac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호주, 홍콩 등) 해석
은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에 관한 법률’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7) 법률의 해석은 법무부,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2008; 홍관표/차원일,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AGG)과 차별금지 판결,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부록 참조; 독일연방의회가 2006년 의결한 ｢평
등대우 원칙의 실현을 위한 유럽지침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하 “일반평등대우법”)은 유럽연합의
평등대우에 관한 4개 지침이 (｢인종 및 출신민족과 관련된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2000/43/EC)(인종평등지침),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 대우를 위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0/78/EC)(고용평등지침),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
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2/73/EC), ｢재화 및 용역의 이용 및 공급에 있어서의 남녀 평
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2004/113/EC))이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 유형을 전부
수용하고 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황수옥,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
과정과 시사점”, 노동법학 57,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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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쓰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차별금지법’이 특별히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차별금지법의 주된 목표가 차별시정기구를 통한 차별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면, 법의 목적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법명은 차별금지법이 맞을 것
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구제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가
치를 실현하기 위한 증진(promotion)정책에 관한 것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김재연
법안의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에서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차별시정기본계획’
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차별시정은 과거에 발생한 차별행위를 사후적으
로 시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별시정기본계획은 차별의 사후구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차별시정기구(국
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이라면 모를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차별시정기구도 아니
면서) 차별시정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김재연 법안은 차
별시정기본계획에 ‘차별시정정책’,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역시 부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차별
시정기본계획에는 차별시정, 차별금지보다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로
포함되게 될 것이다. 차별의 예방이 평등의 증진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면, 차별시정
기본계획, 차별시정정책, 차별금지⋅구제 등의 용어보다는 ‘평등’, ‘평등기본계획’,
‘평등정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과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일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에서 다문화이해증진교육을 실시한다
고 할 때, 이것을 ‘차별금지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평등교육’ 또는 ‘인권교육’이라
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재연 법안에는 2장이 7조부터 10조까지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별
시정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데, 2장을 확대개편하여 평등을 증진하
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평등의무, 공무원, 기업, 시민의 평등의무, 평등실태조사, 평등영향평가, 평등 정책개
선권고, 평등교육, 대통령 직속 평등위원회(정책조정기구) 등의 내용을 법제화할 수
있다. 차별 문제에 있어서 차별의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조치로서의 평등정
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 2장의 제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평등증진의무” 정도가 될
8) 영국의 Equality Act 2010는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154

❙ 2017 SNU Human Rights Center International Seminar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평등과 차별의 개념적인 차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차별이라는 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법적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중립적인 의미
에서 상이한 대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로 사용될 경우, 정당한 차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 합법적 차별이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다.9) 반면 평등은 그 자체
로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평등도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등으로 구분될 수 있어서 어떤 평등이냐가 문제가 되지만, 최소한 평등
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평등이라는 개념은 차
별금지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향되는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다.10) 이
런 개념상의 차이를 봐도, 차별금지법보다는 평등법이라는 명칭이 법의 목적에 좀
더 적합한게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법명은 차별금지법보다는 ‘평등법’,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정도
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국가, 지자체, 공무원, 기업, 시민의 평등의무에 관한 일반
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면 기본법의 성격이 있을 것이고11), 그렇다면 ‘평등기
본법’이나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정도의 법명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
다.12) 아울러 1조 목적 조항도 차별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평등권/인간존엄을 실현한
다고 하기보다는, 차별 피해를 구제하고 평등을 증진함으로써 평등권/인간존엄을 실
현한다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법안 1장에는, 목적, 용어 정의.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의 예외,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다른 법령/제도와의 관계, 적용범위 등을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장을 평등 증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다면, 국민의 권
리와 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등은 2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9) 차별과 평등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준일, 차별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2012, 1장 참조.
10) A. McColgan, Discrimination, Equality and the Law, Hart Publishing, 2014, 14쪽.
11) 현대 입법형식으로서 ‘기본법’에 관해서는 박영도, 입법학 입문, 증보판, 법령정보관리원, 2014, 2
장 2절 참조.
12) 영국의 평등법도 공공부문 평등의무와 적극적 조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심재진, “일반적 차
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강원법학 50, 2017, 61-64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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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별금지사유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
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
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
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1. 차별금지사유 열거 문제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소위 ‘차별금지사유’이다. 대부분의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될 수 있는 이유⋅근거(grounds)13), 보호되는 이유⋅근거
(protected grounds)14), 보호되는 속성(protected characteristics)15), 특성(attribute)을 규정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
분”의 세 가지를 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
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1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제와 비교할 때 차별금지사유가 너
무 많아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16) 차별금지사유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13) 차별금지사유를 유럽연합법이 금지하는 ‘이유’(grounds)라고 표현하는 E. Ellis and P. Watson, EU
Anti-Discrimination Law,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2쪽 참조.
14) I. Chopin and C. Germaine, Develop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5,
1장 참조.
15) 영국 평등법 참조.
16)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차별금지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박신욱, “차별금지에 관한 일
반법 도입을 위한 허용되는 차별대우 연구”, 비교사법 22(3), 2015, 1181쪽; 정치적 의견이 지나치
게 모호하다는 지적으로는 김명수,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홍익법학 15(3), 2014, 189쪽 참조.
하지만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차별금지사유로 두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고, 또 블랙리스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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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일률적으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금지사유의 목록
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1950년 성안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유럽
인권협약)에는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10개의 차별금지사
유가 규정되었으나, 2000년에 성안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는 성,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지향 등 14가지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 이사회의 평등 지침들은 성
별, 인종적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는 벨기에 23개, 체코 23개, 헝가리 22개, 몰타 21개,
슬로바키아, 18개, 스페인 19개 등 훨씬 더 많은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 적지 않다. 24개의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한 마케도니아(구 유고공화국), 23개인 아
이슬란, 19개인 볼리비아(헌법)와 에콰도르, 18개인 피지(헌법)의 사례도 있다.17)
실제로 한국처럼 차별금지법제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에 명문규정으로
없는 차별금지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설사 예시적 규정으로 둔
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는 주장하는 쪽에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18)
다른 한편, 차별금지사유는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차별금지의 문제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에 관한 것이며,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예시적 규정이어야 할 것
이다. 남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차별행위는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어야 하며, 진
정직업자격 등의 예외를 통해 부적절한 적용을 막는 장치들이 있어서 차별금지사유
이나 종북세력에 대한 차별/배제 등 이 차별금지사유가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다.
17) 이하 28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터키의 차별금지
법제 사례는 다음 문헌에 주로 의존했다. I. Chopin and C. Germaine, Develop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5.
18)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우려로 김명수,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홍익법학 15(3), 2014, 192-193쪽 참조.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등”으로 도피하는 것은 사실상 차별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으로 이지현, “한국
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 16(3), 2014, 133-134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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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고 해서 특별히 법이 남용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예시적 규정으로 두려면 차별금지사유 말미에 “~~ 등”이라고 하면 되겠지만만,19)
좀 더 명확하게 “~~~ 그 밖의 사유”(법무부 법안)20), “그 밖의 모든 이유로”, “~~와
같은 어떤 이유로든”(유럽인권협약), “법률과 가입한 국제협약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
유에서든”(불가리아, 유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속해있다는
이유”(루마니아)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할 것이다. 네덜란드, 멕시코, 스위
스, 볼리비아, 온두라스 등의 헌법에서와 같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
용을 먼저 규정하고, 예시적으로 차별금지사유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21)
다만, 기존 법안의 차별금지사유들이 중복되고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문제는
있다. 차별금지사유가 행위자들에게 일종의 계도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간점을 이용하여 용모⋅
신체조건,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출신 민족 등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한다거
나, 피부색과 같이 인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김재연 법안에서
“혼인 여부”, “출신 지역”, “전과” 등으로 줄여 표현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용어 개
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넣기보다는 별도의 용
19) 빈부격차차별시정위의 최종안에서는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기 위하여 인권위 법안에는 없었
던 “등”을 의도적으로 추가했다고 한다. 이숙진,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과 입법운동의 동학”, 동향
과 전망 77, 2009, 437쪽 참조. 반면,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는 “등”과 같은 류의 표현이 없어서 독
일에서는 법에 정한 차별금지사유를 열거규정으로 해석된다. 박신욱,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
입을 위한 허용되는 차별대우 연구”, 비교사법 22(3), 2015, 1163쪽 참조. 영국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심재진,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강
원법학 50, 2017, 75쪽 참조. 반면, “~~등과 같은 어떠한 이유로도”(any ground such as ~~)라고 규정
되어 있는 유럽인권협약의 차별금지사유들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예시적 규정(illustrative and
not exhaustive)이라고 해석한다. 23 Nov. 1976, 1 E.H.R.R. 647; M. W. Janis et al. (ed), European
Human Rights Law: Text and Materials, Third edition, OUP, 2008, 470-471쪽 참조.
20) 다만 법무부 법안은 차별금지사유를 대거 삭제하면서, 대신에 “그 밖의 사유”라고 하여 여지를 두
려는 의도였다.
21) 예컨대, 네덜란드 헌법 제1조 후문의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 또는 어떠한 다른 사
유에 의한 차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와 멕시코 헌법 제1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사
람의 권리와 자유를 무효화하거나 축소시키려 하는, 종족적 또는 민족적 출신, 젠더, 연령, 장애, 사
회적 신분,* 의료적 상태, 종교, 의견, 성적 지향, 결혼 상태, 그 밖의 모든 다른 형태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금지된다.” 이하 해외 헌법 평등권 조항 사례는 김지혜, “비교헌법적으로 살펴본 헌
법상 평등권 조항의 쟁점”, 2017 제주인권회의 자료집에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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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의 조항(2조)에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는 순서도
중요한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비해 김재연 법안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
색’ 그리고 ‘장애, 병력’을 나란히 배치하는 등 관련성이 있는 사유들을 나란히 배치
하려고 의도가 엿보인다.22)
또 다른 문제는 차별금지사유를 차별금지법의 어느 부분에서 열거할 것이냐는 것
이다. 김재연 법안은 직접차별 조항에서 사유를 나열한 뒤, 이후 ‘성별 등’으로 옮기
고 있는데, 해외 입법례들을 보면, 차별금지사유를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 인권법은 “보호받는 속성”이라는 표제 하에서,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임신 및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
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고, 이후 인용할 때에는 “보호받는 속성”으로 인용한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은 1조 목적 조항에 “이 법률은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세계
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배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후 인용할 때에는 “제1조에 언급된 사유”로 인용한다.
한편 차별금지사유가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도 문제다.
영국 평등법은 일반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차별영역에 관한
규정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어느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간접차별의 경우 임신과 모성으로 인한 차별은 제외되어 있고, 복합차별에는 혼인
및 동성결혼이 제외되어 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도 마찬가지인데, 사법상 거래에
서의 차별에서는 ‘세계관을 이유로 차별’은 제외되어 있다. 한국의 법안들 중에서도
최원식 법안의 경우 ‘괴롭힘’은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만 가능
하고, 차별 표시⋅조장 광고는 성별⋅학력⋅지역⋅종교을 이유로만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에서도 모든 차별금지사유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게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머지 문제들은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 법안

법무부 법안

김재연 법안

제안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22) 참고로, 영국 평등법의 차별금지사유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B. Doyle et al., 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e New Law, Jordan Publishing Limited, 2010,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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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
성년이 되기 전의

출신지역

출신 지역

출신지역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신체조건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조건

혼인여부

혼인

혼인 여부

혼인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임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임신⋅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
⋅이혼⋅사별⋅재
혼⋅사실혼 등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
×
×
×

×

가족 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정치적 또는 그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밖의 의견

의견

의견

전과

×

전과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
병력
×
×
×
고용형태

×
×
×
×
×
×
×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언어
출신 학교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성적 지향
학력
건강 상태
언어
출신 학교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직업
노조활동
국적
문화
유전 정보

<표2: 차별금지사유 비교>
일단 “용모 등 신체조건”은 에콰도르 헌법처럼 “신체적 차이”라고 하거나, “신체
조건” 등으로도 충분해보이나, ‘신체’라는 표현에 ‘용모’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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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에 의한 차별이 한국사회에서 특별히 문제되어왔음을 고려해볼 때, 용모를 병기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혼인 여부”는 “혼인”으로도 충분하며, “임신 또는 출
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은 “임신⋅출산”, “가족 형태⋅상황” 등으로 중간점
을 활용해 간략히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한다.

2. 김재연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사유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차별금지사유 중 굳이 삭제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기존 법에 있는 사유를 굳이 삭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
이 뒤따른다.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던 사유가 삭제된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유를
이유로 해서는 차별이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
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삭제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한, 기존 국
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는 그대로 둔 채, 추가적으로 어떤 사유를 넣을 것인
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2007년 법무부 법안에서 ‘출신국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
력’, ‘병력(病歷)’ 등이 제외된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23)
반면, 김재연 법안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를 그대로 두면서, 언
어, 출신학교,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등을 추가해 놓았는데 대체로 적절한 제안이라
고 생각된다. ‘언어’는 여러 나라 헌법(예: 스위스, 핀란드, 볼리비아, 피지, 르완다,
에스토니아, 남아공, 슬로베니아, 독일, 몽고, 니카라과, 포르투갈, 에콰도르, 스웨덴,
네팔)과 법률(예: 벨기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타, 크로아티아, 에스
토니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 등)에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다
언어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이슈이지만, 다문화⋅다언어 국가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포함시켜야할 사유가 아닌가 한다.24)

23)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논점을 다루는 것은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한다. 성적 지향은 기존의 법률과 국제기구의 해석에 의해 명확히
승인된 차별금지사유이고, 해외의 차별금지법제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차별금지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에 관한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로는
이지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 16(3),
2014; 김지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동향과 그 국내적 적용”, 법조 61(11),
2012 참조.
24) 2007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가 각 부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언어’를 추가할 것을 요청받았었다고
한다. 이숙진,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과 입법운동의 동학”, 동향과 전망 77, 2009, 4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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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는 ‘학력’으로 포괄되지 않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사유다. 학력 차별은 중졸, 고졸, 대졸 등의 교육 수준에 따라 진학, 취업 기
회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뜻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간명히 교육(education)이라고 표현
된다 (불가리아, 포르투칼 등). 반면, 출신학교는 ‘일반고 vs 특목고’, ‘수도권대 vs. 지
방대’ 등과 같이 출신학교에 따라 진학이나 취업에서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출신학교가 차별금지사유로 되어 있는 해외 사례는 없
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금지사유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
다.
‘성별정체성’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대부분의 해외 차별금지법(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프랑스, 몰타, 영국과 헌
법(볼리비아, 피지, 에콰도르 등)에서 차별금지사유로 두고 있으며,25) 성별(sex) 대신
젠더(gender)라고 하여 사실상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
로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마케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북아일랜드 등이 있다. 성별정체성은 김재연 법안처럼 성적지향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기도 하나,26) 한국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특별히 문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다. 인권위 법안의 차별금지사유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일한데, 유일하게 고
용형태를 추가하고 있다. 인권위 법안은 용어 정의조항에 고용형태를 “직업의 종류
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등의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김재연 법안, 김한길 법
안, 최원식 법안에도 고용형태가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해외 법제의 경우에
도 파트타임 고용 (헝가리, 노르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뉴질랜드 인권법
은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을 차별금지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실업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25) 19대 국회 3개 법안에는 성별정체성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김한길 법안에는 “성정체성”). 국
제기준으로는 김지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동향과 그 국내적 적용”, 법조
61(11), 2012 참조.
2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7.11.13. 07진차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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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차별금지사유
일단 기존에 ‘병력’이라고 표현되었던 차별금지사유는 ‘건강 상태’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병력(medical history)은 “지금까지 앓은 병의 지금까지 앓은 병
의 종류, 그 원인 및 병의 진행 결과와 치료 과정 따위를 이르는 말”(네이버 사전)을
뜻하는데, 실제로는 현재의 건강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현
재의 건강상태는 병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쓰여질 수 있어서 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외국의 헌법에도 “건강 상태”(에콰도르, 네팔), HIV 감염(에콰도르), 의료
적 상태(멕시코), 건강(핀란드)를 차별금지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으
며, 법령으로도 건강상태(health condition)(체코, 마케도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
베니아 등), 선호되지 않는 건강상태(슬로바키아), 만성질병 (포르투칼, 루마니아) 등
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사유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상황’이다.27) 빈곤에 의한 차별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될만 하다. 해외 헌법의 경우에도 재산 (르완다), 경제적
지위 (르완다 헌법), 재산과 자산 (몽고) 물질적 상태 (슬로베이나), 경제적 또는 사회
적 조건(볼리비아)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법령에 의해서도
경제적 지위 (아이슬란드), 경제적 상황(포르투칼)를 차별금지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
가 있다.
‘사회적 지위’도 새로운 사유로 고려해볼 만하다. 헌법평등조항에도 있는 ‘사회적
신분’(social status)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결 1995.2.23., 93헌바43). 여기에는 혈통, 가문, 문벌 등 선천
적 신분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고 있는 지위도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자를 별도로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신분이라는 선천적인 뉘앙스가 강한 표현 외
에 사회적 지위를 별도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회적 신분과의 연관
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신분⋅지위’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사회적 지위 (스위스, 모잠비크), 사회적 조건 (볼리비아), 사회적 상태 (피지)

27) 2007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가 각 부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추가할 것을 요청받았
었다고 한다. 이숙진,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과 입법운동의 동학”, 동향과 전망 77, 2009, 4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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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둔 경우가 있고, 법령상으로도 사회적 지위(벨기에)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사회적 신분⋅지위에는 직업이나 고용형태도 포함될 것이다. 다만, 사회적 신분⋅
지위로 포괄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과 고용형태를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텐데, 중요한 사유라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직업의 경우 헌법
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직업의 종류(볼리비아, 몽고, 모잠비크), 직업과 공적 지위
(몽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노조활동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 노조에 대한 신념(벨
기에), 노조가입(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몰타,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노조
관여 (슬로바키아) 노동자 이익의 대표 또는 노동자 조직 가입 (에스토니아), 노조활
동(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노조 가입율이 낮은 편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평등한 대우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조활동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종과 이주자 관련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이 규정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국적’(nationality)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포섭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출신국가는 대개 원국적이
나 조상의 국적과 관련된 것이어서, ‘현재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별도로 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28) 국적을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국가로 볼리비아, 에스토니아,
니카라과 등이 있으며, 법령상 규정한 사례로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핀란
드, 마케도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
키아 등이 있다.
‘문화’는 상당히 포괄적인 말로, 다른 차별금지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많겠지만 별
도 규정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둔 사례로 ‘문화’ (볼리비아,
피지, 남아공 헌법/법률), ‘문화적 차이’ (르완다), ‘문화적 정체성’ (에콰도르), ‘삶의
방식’(스위스 헌법) 등이 있다.
‘유전 정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안이다.29) 보통 유전 차별(genetic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데, 유전형질에 따라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한다던지, 취업
에서 불이익을 준다던지 하는 형태의 차별을 말한다. 이미 유전형질은 유전적 특징
(벨기에, 프랑스), 휴먼게놈(불가리아), 유전적 위험(에스토니아), 유전적 유산 (포르투
28) 이준일, 차별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2012 53쪽(각주 14) 참조.
29) 2007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가 각 부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추가할 것을 요청받았
었다고 한다. 이숙진,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과 입법운동의 동학”, 동향과 전망 77, 2009, 4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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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크로아티아) 등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추세이며, 미국(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캐나다(Genetic Non-Discrimination Act),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상태이다. 한국도 개별법을 두더라도 차별금지법에 일반적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30)

Ⅳ. 차별의 범위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
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
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
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2.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
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
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
는 행위

30) 그 외에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에서는 ‘전과’를 ‘범죄 전력’으로 변경하고, ‘보호처분’을 추가했다고
한다. 이숙진,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과 입법운동의 동학”, 동향과 전망 77, 2009, 4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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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의 범위 일반
차별의 범위는 차별금지법에서 중핵을 이루는 부분이다. 어떤 행위와 경우를 차별
이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의 범위’보다는 ‘차별의 정의’,31) ‘차별의
유형’, ‘차별의 개념’32), ‘차별의 종류’, ‘차별의 형태’33) 등의 표제어를 다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의 범위를 지금처럼 직접차
별, 간접차별, 괴롭힘, 광고로 두고, 차별금지사유는 직접차별 조항에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성희롱과 괴롭힘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이다. 일례로 영국 평
등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장 보호되는 속성
-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임신 및 모성, 인종, 종교 또
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2장 금지되는 행위
- 차별: 직접차별, 복합차별, 간접차별
-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 기타 금지되는 행위: 괴롭힘, 불이익조치(보복)

<표3: 영국 평등법의 차별의 범위>
그러니까 영국 평등법은 보호되는 속성(protected characteristics, 차별금지사유)을 별
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이어서 금지되는 행위(prohibited conduct)라는 장을 두어, 그
안에 차별의 종류를 직접차별, 복합차별,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괴롭힘과 불이익조치
는 ‘기타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차별’과 ‘기타 금지되는 행위’로 구분되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 이사회 평등 지침

31) I. Chopin and C. Germaine, Develop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5,
2장 참조. 이 문서에서는 범위(scope)는 차별영역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32) 이준일, 45쪽은 차별의 ‘개념’에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차별의 유형’
이라고 표제 하에, 국가에 의한 차별과 사인에 의한 차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적극적 우대조치,
차별사유에 따른 차별유형, 차별영역에 따른 차별유형이라는 세부항목을 두고 있다.
33) 최윤희,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저스티스 121, 2010, 596-5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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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평등지침, 고용평등지침)에서는 차별의 ‘개념’(concept)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지시 등이 있다고 규정한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은 차별의 ‘정
의’(Begriffsbestimmungen)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이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2/73/EC)에서도 차별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적
괴롭힘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법안들은 대개 차별금지사유를 직접차
별 조항에 포함시킨 후 이를 ‘성별 등’으로 계속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차
별의 범위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 평등법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차별의 개념⋅정의⋅범위

기타 금지되는 행위

직접차별, 간접차별, 복합차별

괴롭힘, 불이익조치

직접차별, 간접차별, (복합차별),
괴롭힘, 성적 괴롭힘, 차별지시

유럽연합 이사회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인종평등지침, 고용평등지침)

차별지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2002/73/EC)

성적 괴롭힘(성희롱), 차별지시

한국 법안들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 광고

(고용관계) 불이익조치
불이익조치

불이익조치

불이익조치

<표4: 차별의 범위>
일단, 괴롭힘이나 차별 광고 등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차
별’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영국처럼 ‘금지되는 행위’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고
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괴롭힘 규정도 문제가 되는데, 영국 인권법과 독일 일
반평등대우법처럼 성희롱과 괴롭힘을 나란히 병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지금 법
안들에서는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과 차별금지법안상의 괴롭힘
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다.
김재연 법안 4조 1호는 차별의 기본 개념 또는 직접차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차별금지사유와 차별영역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다. 차별금
지법상 차별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차별의 개념은 좀 더 간명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이 법에서 차별이란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어
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와 같은 식으로 간략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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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규정을 하고 차별금지사유나 차별영역은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할 수 있다. “합리
적 이유 없이”라는 문구도 문제다., 물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에서 정한 적용
배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한 차별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본다. 차별영역도 여기서 규정하기 보다는 뒤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해 보인다.
김재연 법안 4조 2호는 간접차별에 관한 규정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만,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이외에 ‘복합차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복합차
별’(combined discrimination)은 영국 평등법(복합차별)과 독일일반평등대우법(복수의
사유에 의한 차별적 대우)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복합차별을 두는 이유는 어느 하나
의 사유에 근거했는지 각각 입증할 필요가 없게 해서 소수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
함이다. 예컨대, 여성 노인이 차별을 받았다면, 이 여성 노인은 본인이 여성으로서 차
별을 받은 것인지,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인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입증할 필요
가 없으며, 직접차별과 복합차별을 동시에 주장할 수도 있다.34) 이것은 차별받는 자
가 차별을 주장하기에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특히 여성 노인과 같은 “소수자
내의 소수자”(minorities within minorities)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35) 이 때
비교대상자(comparator)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된다.36) 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이 복합차별을 주장한다면, 그 때 비교대상자는 남성 비장애인이
된다. 또한 거꾸로 차별의 예외를 적용할 때는 모든 사유에 예외가 적용되어야 예외
로 인정된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4조).
김재연 법안 4조 3호는 괴롭힘, 4호는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차별지시, 차별표시, 혐오표현, 불이익조치(보복) 등도 차별의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후술한다.
한편, 의도가 없거나 차별사유가 없다고 오인한 경우, 또는 실제는 아니지만 외견
상 그렇게 보이는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외견상 보이는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피지 헌법은 “실제 또는 그
렇게 보이는 개인적 특징이나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규율하고 있다. 개별적 차별금
34) Explanatory Notes: Equality Act 2010, para. 66.
35) S. Ashtiany, “The Equality Act 2010: Main Concept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crimination and the
Law, 11, 2011, 32쪽.
36) B. Doyle et al., 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e New Law, Jordan Publishing Limited, 2010,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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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유에 ‘젠더 정체성과 표현’(gender identity and expression) (크로아티아), ‘트랜스
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gender identity or expression)이라고 규정한 경우, ‘출
신’(origin)과 더불어 ‘출신의 외양’(appearance of origin)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프랑
스)도 그렇게 보이는 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괴롭힘
1) 괴롭힘의 유형
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괴롭힘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
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스토킹으로서의 괴롭힘
- 놀라게 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2016.10.13.)
1. “지속적 괴롭힘범죄”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
단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
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
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그 밖에 위 각 목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염동연의원 대표발의)
이 법에서 지속적 괴롭힘 행위(이하 “스토킹”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인에게 정
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도하여 특정인 또
는 특정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동거친족 또는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
를 갖는 자에게 불안⋅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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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함에도 2회 이상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나 교제를 요구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글이나 사진, 그림 또는 물건 등을 피해
자에게 2회 이상 보내거나 전송하는 행위
3. 상대방이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묵시적인 위협이 될 수 있
는 행동이나 표현을 2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
4.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거나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
걸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막아서기, 주거⋅근무
처⋅학교 등 상대방이 통상 소재하는 장소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 영국 괴롭힘법 (Harassment Act 1997)
- 개념: “다른 사람의 괴롭힘에 해당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괴롭힘에 해당되
는 되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일련의 행위(a course of conduct)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 여기서 ‘괴롭힘’은 어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혹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
는 것을 포함함 (형태, 발생장소 불문, 스토커, 인종적 학대자, 소란피우는 이웃,
사업장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
- ‘그 일련의 행위가 문제되는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같은 정보를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그 일련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 해결: 민사배상, 형사제재

② 차별적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또는 ‘일터 괴롭힘’(workplace harassment)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
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업무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37) 보통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괴롭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직장내 괴롭힘이 차별금지사유를 근거로 한 경
우에는 일종의 차별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를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직장 내에서 누군가를 괴롭힐 때, 그 이유가 피해자의 차별적 속성인 경우에는 그 자
체로 차별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속성이 성별(sex)이라면 성
별 괴롭힘(sex harassment)가 되는데, 이 때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개념상 겹치는

37) 괴롭힘의 개념으로는 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 at Work, 2007; S.
Einarsen et al. (ed), Bullying and Harassment in the Workplace: Development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econd Edition, CRC Press, 2010, 22쪽; 일본 후생성,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해결을 위한
제언; 21세기직업재단 저, 노동인권법 비교연구모임 외 엮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 모
음, 2016, 17쪽; 류은숙 외,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코난북스, 2016, 25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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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생긴다.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은 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 행위와 겹치기 때문이다. 또한
괴롭힘은 성뿐만 아니라, 다른 차별금지사유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즉, 성별 괴롭힘,
장애 괴롭힘, 성적지향 괴롭힘 등이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사유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이므로 괴롭힘은 일종의 차별행위이며, 따라서 (스토킹 등과 구별하여) ‘차별적 괴
롭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각국의 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은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영국 평등법 상 괴롭힘
제26조 괴롭힘
(1) A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한다.38)
(a) 관련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원치 않는 행위에 개입되었으며,
(b) B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B에 대해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굴욕적,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행위
(2) 또한 A가 B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행위를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한
다.
(a) “성적인 성격(sexual nature)”을 갖는 원치 않는 행위에 개입되었으며, (b) 제
1항에서 언급된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경우
(3) 또한 A가 B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한다.
(a) 성적 성격 또는 성전환이나 성별과 관련된, 원치 않는 행위로서, 제1항에서
언급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며, (b)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굴복하
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굴복한 것을 이유로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경우39)
￭ 미국 1964년 민권법 상 괴롭힘40)
제7장 703(a)(1) 고용차별 위반: 인종, 피부색, 종교, 임신 여부를 포함한 성별,
38) “적대적 환경형 성적 괴롭힘”(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과 “조건형 성적 괴롭힘”(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이라는 구분법을 활용하면, i)과 ii)은 전자가, iii)은 후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39) 여기에서 보호되는 관련 속성은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등으로
서, 결혼과 동성혼관계는 제외되어 있다 (5항). 참고로, 영국평등법 해설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
를 언급하고 있다. 사례)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이 그려진 달력과 같이 성적인 성격을 갖는 물건을
게시한 고용주의 행위는 그러한 물건이 직원들의 작업장을 불쾌한(offensive) 장소로 만들고 있는
경우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례) 상점 주인이 상점직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다. 상
점직원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승진에서 밀렸는데, 그 상점직원은 만약 그러한 잠자리에 응하였
으면 자신이 승진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상점직원은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다. Explanatory
Notes: Equality Act 2010, 22쪽.
40) Title VII, 42 U.S.C. § 2000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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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 연령(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정보에 기초해, 관리자, 동료, 기타 직
장관계자가 욕설, 놀림, 위협, 조롱, 모욕, 불쾌한 농담 등 괴롭힘(harassment)으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적대적 업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동 조
항 위반으로 본다.
￭ 캐나다 인권법 상 괴롭힘41)
제14조 1항: a)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재화, 서비스, 시설, 숙소의 제공, b) 상업
용 부지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제공, c) 고용 관련 사안에서, 인종, 출신 국가 또
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혼인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 혹은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제3조 1항)를 이유로 어떤 개인을 괴롭히는 것은 차별행위
이다.42)

③ 인간존엄 침해로서의 직장내 괴롭힘
프랑스 노동법처럼 괴롭힘을 노동자의 인간존엄의 침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판례에서 인정되는 모빙(Mobbing)이나43), 일본 판례에서 인정되는 파워 해러스먼
트(power harassment), 미국에서 논의되어온 건강일터법안(Healthy Workplace Bill)44),
그리고 한국에서 논의되어온 일터괴롭힘에 대한 논의45)는 대체로 이 경우에 속하는
직장내 괴롭힘이다.46) 이러한 괴롭힘 유형은 반드시 차별과 연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 괴롭힘과 구분되어야 한다.47)
￭ 프랑스 노동법 상 괴롭힘
- 개념: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
41)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정식명칭: R.S.C., 1985, c. H-6 An Act to extend the laws in Canada
that proscribe discrimination)
42) 캐나다 인권위에서는 언어적 괴롭힘의 예로 ① 언어적으로 불쾌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②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③ 상대방의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장애, 성적지향 등에 대해 원치
않는 발언 또는 농담을 하는 행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Your
Guide to Understanding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yourguide-understanding-canadian-human-rights-act-page1) 참조.
43) 오상호, “노동법에 있어서 독일의 모빙”, 법학논고 37, 2011 참조.
44) 문강분, “미국의 직장 내 괴롭힘 규율 현황과 입법 논의”, 사회법연구 29, 2016 참조.
45) 류은숙 외,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코난북스, 2016 참조.
46) 노상헌,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노동법논총 26, 2012 참조.
47) 자세한 것은 조임영, “직장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노동법논총 25, 2012; 조임영, “프랑스의
‘노동에 있어 정신적 괴롭힘’의 규제에 관한 법리”, 노동법논총 22,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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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
는 안 된다.”(L. 1152-1조)
- 대상: ‘직업적 환경내에 처해있는’ 즉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
- 성립요건: 반복적 행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훼손, 근로자의 권리 및 존엄의
침해 등의 발생(위험)
- 해결: 사용자의 경보, 근로자의 대응, 징계, 조정, 민사배상, 형사제재 (1년 금
고, 15,000 유로 벌금)

④ 혐오표현으로서의 괴롭힘
차별적 괴롭힘이 언어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혐오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
다.48) 즉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하여 차별적 발
언으로 누군가를 괴롭힌 경우에는 괴롭힘이자 혐오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다.

2) 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
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8)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3),
2015, 199쪽 이하;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
색”, 법과 사회 50, 2015, 319쪽 이하 참조. 차별적 괴롭힘을 혐오표현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홍성수 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5, 21쪽 이하 참조.
<표5: 혐오표현의 유형>
유형

내용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차별적 괴롭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표시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해하는 표현행위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
증오선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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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49)을 이유로 한 괴롭힘

김재연 법안에서는 괴롭힘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
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별 등
을 이유로” 괴롭힘 경우만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힘 중 ‘차별적 괴롭힘’을 금
지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시 말해,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하지 않은 인
간존엄 침해행위는 차별금지법상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50) 해외의 경우에도 프랑
스 노동법처럼 인간존엄침해를 다루는 경우가 있지만,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괴
롭힘은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해서 괴롭히는 행위에 한정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직장/고용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 영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 괴
롭힘은 직장내 괴롭힘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괴
롭힘은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제안해 본다. 이 때 직장내 괴
롭힘과 차별적 괴롭힘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서로 겹치지 않는 고유의 영역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① 괴롭힘의 적용영역
괴롭힘 조항은 인권위 법안부터 19대 국회 법안들까지 모든 차별금지 법안에 포함
되어 있으며 차별의 범위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괴롭힘이
차별영역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모든 법안에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안들은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처럼 차별영역을 일반적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괴롭힘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직접차
49) 김재연 법안에서 “성별 등”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차별금지사유를 뜻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조 1호)
50) 차별요소가 없는 괴롭힘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하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괴
롭힘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의 진정대상로 규정해야지, 차별금지법에 규정하는 것
은 (차별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차별요소가 없는 괴롭힘
도 규율대상으로 한다면, 차별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로 간주될 것이다. 한편, 차별요소가 없는 괴
롭힘은 기본적으로 직장내 노동권 침해, 인권권 침해 문제로 보아 (프랑스의 경우처럼) 노동법/노동
위원회가 규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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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경우처럼 고용, 서비스, 교육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51) 따
라서 괴롭힘이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차별금지법에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 괴롭힘과 성희롱
앞서 설명했듯이 괴롭힘과 성희롱은 기본적인 구도에서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차
별금지법에 괴롭힘을 규정한다면 원칙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별도로 성희롱 조
항을 둘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별을 이유
로 한 괴롭힘(성별 괴롭힘 sex harassment)과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구분인데 다
소 다른 개념이다.52)
우리 법에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국가인권위원회법 2조)로 정의되
어 있는 반면, 괴롭힘은 성별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것이다.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하여 굴욕감, 혐오감 등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성희롱에는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있고, “성적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추가로 규정되어 있어 개념상 구
분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즉,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 불이행시 고용
상 불이익 등이 성희롱의 고유의 표지다.
해외 차별금지법에는 괴롭힘과 성희롱을 나란히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
사회 지침｣(2002/73/EC)은 성별에 관련한 차별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성별에 근
거한 괴롭힘(harassment)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별도로 나란히 규정한다. 전자
는 ”성별에 관련된 원치 않는 행위“(unwanted conduct related to the sex of a person)이
고, 후자는 ”성적 성격을 가진 원치 않는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육체적 행위
“(unwanted verbal, non-verbal or physical conduct of a sexual nature)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26조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된 원
치 않는 행위인 일반 괴롭힘(1항)과 함께, 원치 않은 성적 성격(sexual nature)을 갖는
51) 사실 법안들에서는 직접 차별 조항(3조 1항)에서만 차별영역을 언급하고 있어, 괴롭힘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에서 차별영역이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52) 같은 취지로, 한지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3(1), 2011, 109-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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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 성희롱(2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53) 유럽 이사회 지침과 거의 유사한 규
정이다. 이 때 성적 성격을 갖는 행위는 성적 요구, 성적 접촉, 성적 농담⋅언급, 포
르노 전시, 성적 성격을 가진 자료의 이메일 전송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54)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서도 괴롭힘(Belästigung, harassment)과 성적 괴롭힘(sexuelle
Belästigung, sexual harassment)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데, 영국 평등법의 ‘성적 성격
을 가진 행위’를 ‘성적 행동’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3조 3항: 괴롭힘은 제1조에 언급된 사유와 관련된 원치 않는 행동방식이 관련
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적대적⋅굴욕적⋅명예훼손적⋅모욕적 특성
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차별이다.
3조 4항: 성적 괴롭힘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동 및 이에 대한 요구, 일정한 성적인 육체적 접촉, 성적 내용의 발언, 음
란표현물의 원치 않는 제시와 눈에 띌 수 있는 비치가 여기에 속하는 원치 않는
일정한 성적 행위가 관련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특히 위협적⋅적대적⋅굴욕적⋅명예훼손적⋅모욕적 특성
의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에, 차별이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성적 행동에 대한 예시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과 영
국 평등법상 ”성적인 성격“을 갖는 행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 언동“ 등의
구절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적 언동은 대개 성을 이유로 한 행
위인 경우겠지만, 반드시 성별을 이유로 한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을 이
유로 괴롭힘과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55)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는 성희
롱 요건으로 직위 이용이나 성적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을 요건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 괴롭힘하고는 더 많은 차이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희롱 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
지법에 괴롭힘과 성희롱을 나란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56)
53) 영국 평등법은 괴롭힘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괴롭힘(환경형 괴롭힘 포함), 2) 성적 괴롭
힘(성희롱), 3) 조건형 괴롭힘 (성적 성격, 성전환 또는 성별을 이유로 해야 함); 영국 평등법상 괴롭
힘에 대해서는 심재진, “영국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규제”, 비교노동법논총 25, 2012, 58쪽 이하 참
조.
54) J. Wadhan et al. (ed), Blackstone’s Guide to The Equality Act 2010, 3rd ed., 2016, 49쪽.
55) 다만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은 괴롭힘은 2조의 모든 차별영역에서 적용되지만, 성적 괴롭힘은 1호부
터 4호, 즉, 고용, 직업교육, 직업단체에 관련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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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른 것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통일
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7) 특히 기존 법률에는 성적 언동으로 위협적, 적
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소위 ‘환경형 성희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괴롭힘’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조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
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
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
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6) 어떤 식으로든 차별금지법 제정 시 괴롭힘과 성희롱 법제의 통일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홍관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139, 2013, 331쪽 참조.
57)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
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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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사실상 물리적 학대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및 인권
침해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폭력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는
있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는 차별적 괴롭힘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 개념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최원식 법안과 정부 법안은 괴롭힘이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
라,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 등 5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영국 평등법의 경우에도 괴롭힘은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신
념, 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서만 가능하다. 영국 평등법의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결
혼/시민동반자, 임신/모성 등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빈도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만 원칙적으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의해서 괴롭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
지만 범위를 적절히 좁혀서 특별히 문제되는 괴롭힘을 규율대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효과적, 효율적 차별구제를 위해서 생각해볼만 하다. 하지만 최원식 법안과 정부 법
안이 제시한 다섯 가지가 적절하게 선정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3. 광고와 혐오표현
① 해외 법제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차별로서 규제할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혐오표현(hate speech)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은
대개 혐오표현 중 증오선동(incitement to hatred)에 해당하는 것을 형법에 의해 형사처
벌하고 있으며, 호주 퀸즈랜드 주 차별금지법이나 뉴사우스웨일즈 주 차별금지법에
서도 증오선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오선동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차별 공표 행위를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하는 경우
도 있는데, 이 경우 대개 매체를 한정한다. 예컨대 방송, 출판 등 영향력이 큰 매체를
통해 혐오표현을 하는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캐나다 사스케츠완 주 인권법58)
제14조 1항(b): 제2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종교, 신앙, 혼인상태, 가족상태, 성
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피부색, 혈통, 국적, 출생지, 인종 또는 타인이 인지하는
58) The Saskatchewan Human Rights Cod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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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공적부조의 수급 여부, 성별정체성)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에 노
출시키거나 그러할 경향이 있는 공지, 표지, 상징, 기호, 기사, 진술, 또는 기타 표
현물을 자신이 소유, 통제, 배포, 혹은 판매하는 특정 부지 또는 건물, 신문, 텔레
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 기타 방송매체, 각종 인쇄방법 및 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해, 발간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금한다.
￭ 뉴질랜드 인권법59)
제61조 제1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나 불법이다. (a) 위협적이거
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문자 자료를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것 또는 라디오, TV, 기
타 전자매체를 통해 위협적이거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방송하는 것, 또는 (b)
Summary Offences Act 1981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장소에서 또는 그러한 공
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또는 대중들이 초대받거나 접근 가
능한 회합 자리에서, 위협적이거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또는
(c) 말을 한 사람이 자신의 말이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라디오,
TV에서 방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이거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나
뉴질랜드에 올지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을 그 집단의 피부색, 인종, 출신 민족 및
국적을 근거로 하여 경멸하거나 그에 대한 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외에 광고를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하는 경우는 호주 퀸즈랜드주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1991),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44조 1항), 뉴질랜드 인권법
(67조 1항)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차별금지법을 위배되는 고의적 행위를 하도록 광
고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② 국내 법안 검토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
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행
위

59) Human Rights Ac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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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별금지법안 중 인권위 법안, 법무부 법안, 권영길 법안, 김재연 법안, 김한
길 법안, 최원식 법안, 박은수 법안, 김재연 법안 등은 공통적으로 ‘광고’에 의하여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최원식 법안은 “성별⋅
학력⋅지역⋅종교 등” 4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광고에 의한 차별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차별/혐오표현 중 ‘광고’를 통한 차별 표시⋅조장행위만을 규율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매체 중 광고가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인권
위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에는 광고 규정에 대해 “미디어 영역의 광범위한 적
용 필요/｢법안｣에 포함 부적절 의견이 있었음. 차별시정의 극대화와 표현의 자유 등
을 고려하여 광고에 한정하여 적용함”이라는 설명이 있다.60) 또한, 일반적인 혐오표
현을 모두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어, 극단적인 형태의 혐
오표현(예: 증오선동)만 규율하던가 아니면 매체를 한정해야 하는데, 광고가 비교적
법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한길 법
안과 최원식 법안에서는 법에서 ‘광고’는 2조 용어에 <표시⋅광고화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를 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1)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표시⋅광고화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광고
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상업광고를 뜻한다는 점이다.62) 이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에 소위 ‘의견 광고’, ‘알림 광고’ 형태로 게재되는 것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심각한 혐오표현 광고가 주로 의견⋅알림 광고 형식으로
일간지에 게재되어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업광고에만 한정하는 것의 실효
60) 박찬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공
청회 자료집, 2006, 14쪽 참조.
61)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1항 4항에서도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62) <표시⋅광고화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
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
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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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광고를 규정할 것이면, 방송광고나 옥외광고 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미 <방송광고심
의에 관한 규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
광고물법)에서는 차별적 내용을 담는 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63) 이 조항들에 대
한 일종의 ‘기본조항’으로서 차별금지법에 차별 표시⋅조장 광고 금지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 이외에 검토해볼만한 것으로는 출판, 방송, 신문을 통한 차별 표시⋅조장이
다. 현대사회에서 이들 매체의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고, 특히 방송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라 적절한 규제가 요청된다. 기존의 <방송심의규정>64)과 <언론중재위원회 시
정권고 심의기준>65)에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방송이나 언론에
서의 차별 표시⋅조장은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에 이에 관련한 일반
규정을 두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4. 차별지시
차별지시는 차별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차별지시도 차별금지
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유럽연합 이사회 평등 지침(인
종평등지침, 고용평등지침)들에서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과 더불어 ‘차별 지
시’(instruction to discriminate)를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도 “어떤
사람을 차별하도록 하는 지시(Anweisung zur Benachteiligung)”를 차별로 간주하고 있
63)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
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65)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
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
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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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3조), (고용, 직업교육 등과 관련하여) 특히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도록 하는 행위가 차별지시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지시는 직접적으로 차별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된다.

5. 차별의 표시⋅암시
차별행위 표시⋅암시는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는 것이
다. 예컨대 특정 국가 출신의 레스토랑 출입을 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입을 금한
다고 써 붙인 것 자체도 차별로 간주된다. 차별의 표시⋅암시는 직접적으로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차별금지법에도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 캐나다 인권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66)
￭ 캐나다 인권법
제12조(차별적 표지 등의 공표): (a)이 법 5조부터 11조 그리고 14조에서 금지
하는 차별행위67) 또는 그와 같은 차별행위를 할 의도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또
는 (b)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하도록 선동하거나 선동이 계산된 통지, 사인,
상징, 로고 및 기타 표현물을 공개 출판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
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 캐나다 사스케츠완 주 인권법68)
제14조 1항(a): 종교, 신앙, 혼인상태, 가족상태, 성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피
부색, 혈통, 국적, 출생지, 인종 또는 타인이 인지하는 인종, 공적부조의 수급 여
부, 성별정체성(제2조 1항)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
의 향유를 박탈, 약화 또는 제약할 경향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한, 공지,
표지, 상징, 기호, 기사, 진술, 또는 기타 표현물을 자신이 소유, 통제, 배포, 혹은
판매하는 특정 부지 또는 건물, 신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 기타의 방송
수단, 각종 인쇄방법 및 출판, 또는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 발간 또는 게시하거
66) 캐나다 인권법상 차별의 표시⋅암시 조항에 대한 설명은 이주영, “캐나다 혐오표현 규제 논쟁과 공
동체의 가치”, 2017 한국법사회학회⋅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차별금지와 소수
자 권리보호 - 법사회학적 접근 자료집, 전남대학교, 2017.5.27., 69-70쪽 참조.
67) 캐나다 인권법은 제5조-11조, 14조에 걸쳐,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
향, 혼인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 혹은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를 이유로, 재화⋅서비스⋅시설⋅
숙소의 이용, 고용기회 및 업무관계, 임금 등의 영역에서의 부당한 대우 및 괴롭힘 등 금지되는 차
별행위를 규정한다.
68) The Saskatchewan Human Rights Cod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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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금한다.

6. 불이익조치(보복)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42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
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
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등이 제1항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그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43조(벌칙) 사용자등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이익조치’(victimisation)69)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시정기구에 구
체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것을 말한다. 차별 그 자체라기보다
는 차별행위에 부수되는 행위로 봐야 할 것이며, 따라서 ‘차별의 범위’ 항목에 두기
보다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불이익조치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시
정기구에 의한 비사법적 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해야 할
만큼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의 법안들도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형
사처벌의 벌칙을 두고 있다. 영국 평등법(27조)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불이
익조치가 규정되어 있고,70)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는 이 법에 따른 근로자 차별금지
69) 보통 피해자화, 희생화, 불이익조치, 보복조치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는 차별적 행위에 대하
여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의미를 살리
자면, ‘보복조치’가 가장 적절한 번역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
법｣ 제2조에서 공익신고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 차별, 따돌림, 폭행 등을 하는 조치를 ‘불이익조
치’로 정의하고 있고, 기존 차별금지법안들도 모두 불이익조치로 표시하고 있다.
70) 인권법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사례) 한 여성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성차별
로 고소하였다. 그 후 그녀는 승진에 밀렸다. 이는 불이익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 사례) 한 남성 동
성애자가 자신을 이성애자 손님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술집주인을 고소하였다. 이를 이
유로, 술집지배인이 그의 술집출입을 금지한다면 이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사례) 고용주가 한
여성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동료를 도와주려 하고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그 동료는 고용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 때 고용주의
으름장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Explanatory Notes: Equality Act 2010, 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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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장에서 근로자의 권리 행사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조). 유럽연합 이사회 인종평등지침에도 불이익조치 규정이 있는
데, 차별행위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Ⅴ. 차별영역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
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
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
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차별영역이란, 재화, 용역, 서비스 등 차별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영역을
뜻한다. 차별금지법은 이 차별영역을 제시함으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
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서는 ‘적용범위’
(Anwendungsbereich)라는 표제가 사용되고 있다.
김재연 법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령과 정책의 집행”71)을 차별영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 법안에도 같은 구절이 있으며, 김한길 법안은 “법령의 제
정⋅개정과 정책의 수립⋅집행”으로, 인권위 법안과 최원식 법안은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다
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3조는 차별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71) 그 의미가 ‘법령의 집행’과 ‘정책의 집행’을 뜻하는 것인지, ‘법령’ 그리고 ‘정책 집행’인지가 불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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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인데, 법령과 정책의 집행을 차별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
절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중요한데,
영국 평등법에서처럼 공공서비스에서의 차별 등을 별도의 장에서 다루는 것으로 처
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 자체를 차별시정기구에 진정하여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사건화되기 이전의
법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 인권위
에 이런 진정이 제기되면, 일단 각하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정책권고의 내용으로 발
전시키는 경우는 있다.72)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어서 (19
조, 25조),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 차별피해자나 제3자의 진
정에 의해서 이런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라서 인권위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 만약 차별적 법령 자체가 진정 대상이 된다면 진정에 의해서 어떤 법
령 자체의 차별행위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차
별의 범위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차별시정기구의 ‘진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Ⅵ. 차별금지의 예외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4조(차별금지의 예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
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72) 이 경우 일종의 민원 내지 시민 의견 제시에 따라 인권위가 움직이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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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불평등 대우를 했다고 해서 모두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
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금지의 예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물론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처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차별행위로 보고, 합리적 이
유가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법적용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외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김재연 법안
에서는 차별금지의 예외라는 조문을 별도로 두고(4조) ‘진정직업자격’(4조 1항 1호)
과 ‘적극적 평등화 조치’(4조 1항 2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위 법안, 박은수
법안, 권영길 법안, 김재연 법안, 김한길 법안에서도 모두 마찬가지다. 약간 다르게,
법무부 법안에서는 차별의 범위 조문의 한 항목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직업자격이다. 진정직업자격73)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정확히 무엇을 의
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영역마다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여
부, 대학이라면 학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예외조항을 각각 둔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모성보호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선목적의 이익 제공 등도 차별의 예외로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도 역시 개별 영역을 규정하는 부분에서 규정해야 한다.
진정직업자격 이외에도 적용 예외로, (연령, 장애를 이유로) 군대74), (동성애 커플
에 대한) 가족 수당, 그리고 공공안전, 공공질서유지와 범죄 예방, 건강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75) 등이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경우 적극적 조치는 일반조항으로 두고, 나머지 예외는 개
별 영역 조문에서 “허용되는 차별적 대우”(zulässige unterschiedlich Behandlung)로 규
율하고 있다.76) 예를 들어 근로관계에서 진정직업자격, 종교나 세계관, 연령을 이유
73) 미국에서는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 캐나다에서는 bona fide occupational
requirement (BFOR), 영국에서는 Genuine Occupational Qualification (GOQ) 라 불린다. Genuine and
determining occupational requirements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I. Chopin and C. Germaine,
Develop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5, 74쪽 참조.
74) 유럽연합 이사회 고용평등지침에서는 장애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군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조 4항)
75) 유럽연합 이사회 고용평등지침 참조.
76)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상 허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박신욱, “차별금지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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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차별적 대우를 일부 허용하고 있고 (8-10조), 사법상 거래에서는 위험 방지, 손
해 예방, 사생활 보호, 개인 안전 종교단체의 경우에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고 있다
(20조).
한편, 법률에 개별적 예외사유를 두지 않고, 차별시정기구가 신청을 받아 면제를
부여하거나 (호주) 차별시정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캐나
다)도 있다.77)

2. 종교적 예외 규정 문제
해외 법제 중에 종교적 예외를 명시한 대표적인 법률은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이
다. 여기서는 근로관계에서 “종교나 세계관을 이유로” 한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고
(9조), 사적 거래관계에서는 종교 단체의 경우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20조) 근로관
계에서는 종교공동체와 관련 기관에서의 고용 문제에서 그 조직의 자기이해
(Selbstverständnis) 또는 활동 성격상 정당화되는 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관에서는 근로자에게 그 조직의 자기이해의 의미에서
충실하고 성실한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지향
관련 유럽연합 이사회의 평등대우 지침｣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특성이 진정한, 결정
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4조 1항), 또는 교회와 종교기관들의 직업활동의 경
우에, 이러한 활동과 활동이 수행되는 맥락의 본질상 그 종교와 신념이 진정한, 합법
적, 정당한 직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4조 2항)는 차별의 예외로 본다.
이러한 ‘종교적 예외’(religious exemption)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차별금지법이
종교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히 중요하다.
일단 종교예외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개별영역에서 각각
종교적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서 교리상 인정
되는 경우, 종립학교에서 교리상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교리상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도 종교단체와 그 소속기관(예컨
대, 부설 병원, 복지시설, 유치원 등)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종교단체 및 소속기관이 유독 많은 한국 현실에서는 자칫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를

반법 도입을 위한 허용되는 차별대우 연구”, 비교사법 22(3), 2015; 황수옥,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일반과 차별 정당성의 범위”, 노동법논총 33, 2015, 36쪽 이하 참조.
77) 홍관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139, 2013, 3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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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종립학교에만 예외를 두더라도 종립학교가 워낙 많고 상
당수는 배정에 의해 가거나 배정이 아니더라도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심하게 봐야할 부분이 많다. 대학의 경우만 해도 직원, 교원 임용에
서의 종교의 예외를 일반적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
로 하는 학과라면 그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석에 맡길
것인지, 차별시정기구의 해석 가이드라인 정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예외사
항을 법에 명시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할 점이다.

Ⅶ. 기타 쟁점
법안들은 대개 2조에서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담고 있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서는 문제가 될만한 개념들의 정의를 모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대, 차
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회적 신분⋅지위, 유전형질 등에 대해서
는 개념정의가 필요해 보인다.78)
2장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평등의무, 공무원, 기업, 시민의 평등의무, 평등실태조
사, 평등영향평가, 평등 정책개선권고, 평등교육, 반차별단체에 대한 지원(독일일반평
등대우법 23조 반차별단체를 통한 지원), 대통령 직속 평등위원회(정책조정기구), 차
별금지 관련 부서의 설치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25조 연방반차별국) 등을 자세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최원식 법안에는 6조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국가/지자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79)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2장에서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적용범위의 경우 인권위 법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법인, 대한민국 영역 안의 외
국인, 법인 등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80)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
78) 참고로 김한길 법안은 유일하게 성적지향와 성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적지향(性的指向)’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 (2호),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 (3호)
79)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
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채용⋅언론⋅문화 등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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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적용범위 규정을 두고 있
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국적이 아닌 현지 채용
노동자다. 차별금지법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81)
김재연 법안과 법무부 법안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 조
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평등기본법의 성격을 갖게 된다
면, 차별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고 증진할 의무 조항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0)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 규정에서 ‘법인’을 추가한 것이다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81)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김종철
외,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3,
25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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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
주요 내용과 쟁점 2
(차별의 구제)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Key Contents and Issues 2
(Remedies)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 주요 내용과 쟁점 2 (차별의 구제)
조 혜 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I. 들어가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강제력있는 구제
수단이 부재하여 조정이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 차별행위의 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에 통
일성이 없어 차별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차별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
이 지적되어 왔다.
이 발제문에서는 현재 차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별구제수단이 무엇이 있는
지 살피면서 차별피해자의 평등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어떠한 실효성있는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검토한다. 차별금지법에 들
어가야 할 차별 구제에 관한 조문들을 완성도 있게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
고 장차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미리 밝힌다.
앞으로 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제안되어온 차별금지법안의 권리구제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위 두 절차는 서로 별
개의 제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가
능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하는 일도 가능하다. 아래
에서는 지금까지 발의되어온 차별금지법안 중 김재연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의 순서로 조문의 내용과 쟁점을 검토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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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률과 그 구제수단 비교표
비사법적 구제절차
시정기구

사법적 구제절차
적극적조치

징벌적손배

피해자지원

X

X

X

X

X

X

소송지원

X

X

X

법률구조요청

시정명령

3자 진정

입증책임

X

O

전환(사업주)

X

X

X

O

판결

X
(지방노동청 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평등위원회

1987.12.4.재정

→차별시정기구

1988.4.1.시행

일원화 방침에
따라 2005년
폐지)
여성특별위원회

(구)남녀차별금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차별
법
1999.2.8.제정

시정기구

1999.7.1.시행

일원화 방침에

2005.3.24.폐지

따라 2005년
법 폐지)

국가인권위법
국가인권위

2001.5.24.제정
2001.11.25.시행

X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

2007.4.10.제정

법무부장관

O

배분

O

2008.4.11.시행

(악의적
차별은

법률구조요청

형사처벌)

비정규직법
2006.12.21.제정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X

전환(사용자)

X

3배

X

X

X

X

X

X

2007.7.1.시행

연령차별금지법
2008.3.21.제정
2009.3.2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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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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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 구제수단 비교표(인권위 권고안, 법무부안, 김재연안
만을 비교)
비사법적 구제절차

사법적 구제절차
적극적조치

징벌적손배

피해자지원

O

O

소송지원

배분

O

X

X

배분

O

O

시정기구

시정명령

3자 진정

입증책임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O

전환

국가인권위

법무부장관

O

국가인권위

X

O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2006. 7.)
법무부안
(2007. 12.)
김재연안
(2012. 11.)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Ⅱ. 사법(司法)적 구제수단
1. 법원의 구제조치(1): 임시조치 명령,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
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
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
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1) 의의
그동안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법원이 차별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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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지, 원상회복,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명
령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왔다. 이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같은 내
용으로 이미 도입되어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이러한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적극적 조치 판결 조항은 미국 민권법 제7편(Title
Ⅻ of Civil Rights Act) 706조의 ‘임시적⋅사전적 구제 청구’와 ‘적극적 조치 명령’ 제
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1) 민권법 제7편 706조(g)(1)은 법원의 심리 결
과 고용상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차별행위를 멈추게 하고 적절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복직이나 채용의
강제, 또는 기타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형평성 있는 구제(equitable relief)가 포함될
수 있다. 또 민권법 706조(f)(2)는 EEOC로 하여금 법원에 대해 임시적 또는 사전적
구제(temporary or preliminary relief) 즉, 정지명령이나 작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 국내 입법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8조에서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위 조항은 제정 논의 당시 장애계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없었으나, 민관
합동기획단 논의에서 장애계가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외되고 입증책임 전환
이 절충적인 형태로 입법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입법되게 된 조항이다.2) 이
조항이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집행정지나 가처분에 의한 가구제가 곤란했던 거부나
부작위 형태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생겨났다. 따라서
이 조항의 도입은 법 제정 당시 ‘장애차별금지법 최대의 성과’로 평가받기도 하였
다.3)
그럼에도 현재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 조항을 매우 소극적으로 받아들여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적극적 조치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에 대해서
는 법원에 의한 법률관계의 직접적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사법소극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내
용이라는 점,4) 계약 자유의 원칙과 충돌하고 법원에 의한 적극적 조치라는 개념이
1) 이준일(201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 34, 132면, 각주 60 참조.
2) 김재왕(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을 중심으로 -, 카톨릭대학
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3면 참조.
3) 박종운(2008),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 및 전망: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집(2008. 4. 4.),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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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체계에 비추어 생소하여 법원에서 이 조항의 활용을 꺼린다는 점 등이 지적
되고 있다.5)

3) 국외 입법례
∎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의 Title Ⅻ
집행규정 (42 USC § 2000e-5 - Enforcement provisions)6)
(g) (1) 법원이 소장에서 청구한 불법 고용 관행을 피소인이 의도적으로 이용하였
거나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원은 피소인이 그러한 불법 고용 관행을 이
용하는 것을 금하고 적절한 차별철폐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서 불법고용 관행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 직업소개기관 또는 노동단체 지급할)
소급임금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근로자의 복직이나 고용, 또는 기타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형평성 있는 구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소급임금 지급 책임은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날 이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만 발생한다. 소급임금 지급액에서 잠정소득 또는 차별된 사람이 합당한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소득액을 차감한다.
∎ 영국 평등법 제124 (2)The tribunal may—
(a)make a declaration as to the rights of the complainant and the respondent in
relation to the matters to which the proceedings relate;
(b)order the respondent to pay compensation to the complainant;
(c)make an appropriate recommendation.
(3)An appropriate recommendation isa recommendation that within a specified period
the respondent takes specified steps for the purpose of obviating or reducing the adverse
effect on the complainant of any matter to which the proceedings relate
∎ (비교)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은 차별의 영역에 따라 청구권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
(1) 고용 영역
- 손해배상 청구만을 인정하고 적극적 조치 청구는 불가함을 명시
제15조 (6)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사용자의 제7조 차별금지 위반을 이유로
4) 법무부 인권국,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 2013. 1., 12면 참조.
5) 김재원(2013), 장애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법원을 통한 구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45, 274-275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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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계, 직업교육관계의 성립 또는 직업상 승진에 관한 청구는 할 수 없다.
- 대신 (성적)괴롭힘에 대해서는 급부거절권 부여(제14조)
(2) 사법상 거래 영역
- 손해배상 청구 외에 방해배제 청구, 부작위 청구 인정(제21조)

4) 검토
앞서 보았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조항의 도입 의미가 제정 당시 법
원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조항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이상 차별금지법에 다시 도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취지를 잘 살려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조문 제2항에 적극적 조치의 예시를 각호로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예를 들어 1. 차별행위의 중지, 2.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3. 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환경의 개선 등의 적극적 조치, 3. 그밖
에 차별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 조치 등).7) 다만 이러한 예시를 두는
것이 오히려 가능한 조치를 한정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2. 법원의 구제조치(2): 손해배상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9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
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6) 이 원고의 미국 민권법 해석은 법무부(2008), 각국의 차별금지법(제2권)을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
우 약간의 수정을 하였음.
7)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 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개념 정의 내지 예시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조치애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향후 법 안에 보다 자세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최윤희(20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35, 3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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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의
누구든지 타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
별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50조).8) 그러나 민법
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
의 고의⋅과실, △손해발생 및 액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가
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모두 입증책임을 지게 되므로, 차별피해자가 이러한 민법상
일반 요건에 맞추어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➀차별의 존
재, 즉, 차등대우의 존재와 그 위법성(차등대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
함), ➁가해자의 고의과실, ➂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해 및 그 액수를 모두 증
명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입증책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김재연안
은 ➀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40조의 입증책임 배분 규정을 두었고, ➁와
관련하여서는 제39조 제1항 단서를 두어 피해자가 아닌 차별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➂과 관련하여 제39조
제2, 3항을 두어 손해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다.

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YMCA 총회원 사건) 참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
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
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
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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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입법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
도 위 제3항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신설하여 손해액 증명을 완화하였다(민사소송
법 제202조의2).9)

3) 검토
차별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장애
인차별금지법에 이미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항 단서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
하다. 위 단서는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별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
재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별의 법리상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으로 차별의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접차별에 대해서도
최근 차별의 의도를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는 판례와 이론이 늘어나고 있음10)을 볼
때, 과연 차별행위자의 ‘고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나아가 차별행위자의 ‘과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일반적인 차별의 법리에 맞추어 조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법원의 구제조치(3): 악의적 차별에 대한 구제(징벌적 손해배상)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9조(손해배상)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
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
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10) 김선희(2017), 간접차별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
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 2017-B-1, 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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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1)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ative damages)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인 것로 인
정되는 때에 가해자나 제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악의적 차별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나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에 한
정되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으로는 차별시정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있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 정신적인 손해만 남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증한다고 해도 소액에 그치게 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어렵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손해배
상금액이 너무 작아서 소송비용 등 법률비용에도 못 미치게 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
로 이익일 수 있으므로 여전히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 권고안(2006. 7.)은 영미법
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① 가해자 또는 장래의 차
별가해자로 하여금 악의적 차별을 처벌하고 억제하는 기능(처벌 및 억제기능), ② 실
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가 취득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고
발하는 유인을 주는 기능(법 준수 기능), ③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달성하고 있고, 특히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기능(전보적 기능)을 한다.11)
차별금지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 법체계에는 징
11) 박종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 실효성 있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2007, 8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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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
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찬성의견이 대립하여왔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정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논란 끝에
끝내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신 형사처벌로 악의적 차별을 규
제하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2007년 논쟁 이후 2011.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를 통과하여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최초로 입법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 법률 등에도 위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법체계상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차별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 기간제법(파견법은
기간제법을 준용)이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하게 되었다.

2) 국내 입법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
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
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 그 밖의 입법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1.~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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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
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8. 생략
∎ (비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 규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3) 국외 입법례
∎ 미국 민권법
1991년 미국 민권법 102조가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로서 전보배상 및 징벌적 손
해배상(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을 도입하였다. 102조(b)(1)은 원고가 문제
되는 차별행위가 적극적인 악의(malice)나 연방차원의 보호 권리에 대한 심한 무관
심(reckless indfference)으로 인한 차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
상을 인정하고 있다.12)

12) The Civil Rights Act of 1991 SEC.102 (b) (1) DETERMINATION OF PUNITIVE DAMAGES. - A
complaining party may recover punitive damages under this section against a respondent (other than a
government, government agency or political subdivision) if the complaining party demonstrates that the
respondent engaged in a discriminatory practice or discriminatory practices with malice or with reck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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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접차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도’
가 아닌 사회통념에 따른 관행이 원인이 되는 경우, 즉 고의가 결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실제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러한 간접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사용자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실제 차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보다 많은 액수를 부
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13)
2007년 이후 진행된 입법들로 인해 한국 법체계상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기
존의 반론은 그 근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손해배상 제도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와 실제 재계의 이해관계상의 갈등 문제만
이 남게 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한국에 도입된 법률들은 모두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차별금지법안들 또한 해외
입법례에 비해 매우 완곡한 수준14)인 재산상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
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의 상한액과 관
련하여 ‘미국, 영국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참고하여 그 취지를 살리되, 법리적⋅현
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한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
요하다. ‘발생한 손해의 3~5배, 500만원 이하’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매우
애매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이 조항을 제안하였던 당시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법체계상 입법불가론’도 이미 그 근거를 잃은 이상 실효성
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액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 11. 발의되었던 ｢성
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안)｣은 악의적
indifference to the federally protected rights of an aggrieved individual.
13) 이주희(2007),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 법무부 주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7.
9. 12.), 37면 참조.
14) 미국 민권법은 원고 1명당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총액 상한선을 사용자 규모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정하고 있다(1991년 민권법 제102조 (b)(3)): 피고(사용자)가 금년 또는 작년에 20주 이상 사
용한 근로자수가 △15~100명인 경우 5만 달러, △101명~200명인 경우 10만 달러, △201명~500명인
경우 20만 달러, △501명 이상인 경우 3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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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10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
는 조항을 제안한 바 있다(안 제33조).

4. 입증책임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40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
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
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1) 의의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해보았으나 증거가 없거나 미
덥지 못할 때 패소할 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을 누가 지도록 할 것인가는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누구에게 그 불
이익을 돌릴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가 된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으로 현재 통설과 판례는 ‘법
률요건분류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게 되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를
근거지우는 구성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그리고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그
권리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사실 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 또는 그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는 규정의 구성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각각 입증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15)
이러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랐을 때 차별피해자는 차별의 존재, 즉, 차등대우의 존
재와 그 위법성(차등대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그 외의 권리발
생요건(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 등)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고, 차별피해자의 상대방은 권리발생에 장애가 되는 사실 즉, 면책사유(차별의 예
15) 이시윤(2016), 신민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54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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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로
차별피해자가 ‘차별의 존재’를 모두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간접차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차별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들은 차별피해자를 효과
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차별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입증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차별피해자의 상대방에게로 전환시키는 특례규정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안들은 앞서 본 손해배상과 관련한 입증책임 특례 조항과 더
불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분쟁 일반에 관한 입증책임 특례 규정을 별도로 제안해왔
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2006. 7.)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하여 입
증책임을 전환하는 조항을 제안하였고, 노회찬의원 발의안(2008. 1.)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별피해자에게 차별행위에 대한 주장책임만 있음을 보다 명확히 한 조항을 제
안하였다. 반면 법무부 발의안(2007. 12.)을 포함한 나머지 차별금지법안들은 차별피
해자가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차별행위가 ‘이 법
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
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배분하
는 조항을 두었다.

2) 국내 입법례
➀ 남녀고용평등법: 입증책임의 전환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로 전환시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
런데 이 조항이 고용차별의 근절과 원활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 매우 획기적인
규정임에도, 차별이라는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 중 어떤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
용자에게 전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16) 이 조문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문언상 근로자에게는 주장책임만 있을 뿐
이고 모든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17) 입증
16) 구미영(2010),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산업관계연구 20(1), 1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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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전환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소송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는 근로자가 여성이고 불이익을 당했으며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
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출하는 소명은 해야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18) 등이 존재한다.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와 법조문에 충실
하자면 근로자는 변론주의 하의 주장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고 보면서도, 실무상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본 조항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
호한 규정보다는 구체적인 증명단계별로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경감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도 주장되고 있다.19)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되어감에도 그동안 이 조항의 해석을 정면으
로 쟁점으로 다룬 판례가 없었다.20)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이 조항을 문구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위 판결은 모든 입증책임
이 사업주에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장애인
차별지법 제47조은 입증책임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사건에 있어서, 모든 입증책임이 사업주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불리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
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주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비록 다른 법률이기는 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17) 전윤구(2004),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 원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5면.
18) 김엘림(2002), 고용상의 성차별 개념과 판단기준, 노동법학 15, 19면; 구미영(2010), 앞의 글, 184-185
면.
19) 김재희(2017), 고용상 차별과 증명책임, 노동법연구 42, 139면; 최윤희(2006), 현행 남녀고용평등법하
에서의 정년차별 문제 - 간접차별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54호, 207면 참조.
20) 나아가 고용차별 사건 판결례들을 볼 때 한국 법원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는 비판으로 구미영(2009), 고용상 성차별 사건 판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제27호,
121-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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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에서 위
와 같은 취지로 입증책임을 배분하고 있다).“고 판시
➁ 장애인차별금지법: 입증책임의 배분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
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차별피해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입증
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애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같
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
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
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안 제77조).
그러나 우리 법령상 입증책임의 전환은 사업주 혹은 사업자단체 등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장
애인차별금지법에 입증책임 전환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론이 많
았고 결국 지금과 같은 배분 형태로 입법되게 되었다.21)
그동안 이 조항을 직접적으로 해석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문구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게 남아있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제한⋅배
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사실적인 행위(차등대우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장애를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규범적
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다투어질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례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장애인을 제한⋅배제⋅분
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만을 진다고 판시하며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21) 이승기(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함의, 사회보장연구 23(3), 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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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 판결[장애인차별행위중지
이행청구소송]22)
원고는 청각 장애인(2급)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했으나 면접에서 아무런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불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편의제
공을 하지 않은 제1차별행위와 장애를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불합
격시킨 제2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 중 제2차별행위와 관련하
여 이 사건 불합격은 원고가 교육원의 선발기준에 따른 평가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장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원고를 불합격시킨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차별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
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같은 제한⋅배제⋅
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거
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위 상대방에게 편재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라는 점을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것은 증거에 대
한 접근의 어려움,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 장애
인차별금지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장애인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발과정에 불합격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불합격한 것이 장애를 이유
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증인
B의 증언, 을제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원고를 불합격시킨 제2차
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2) 항소 없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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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입법례
외국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차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하는 입법 및
판례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채용될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채용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이 추정되고 입증책임이 사실상 전환된다
는 법리를 확립하였다.23)
유럽이사회는 성차별사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지침(97/80/EC)
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도입하였다. 차별피해자가 차별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평등대우 원칙 위반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
방에게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유럽이사회 반차별지침들에 도입되면서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이 조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게 되었다.
∎ 유럽이사회 반차별지침
회원국들은, 평등대우의 원칙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
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원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 앞에서 그로
부터 직접 혹은 간접 차별이 있었음이 추정될 수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평
등대우의 원칙 위반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피고의 책임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
하여 그 국내 사법제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침 97/80/EC 4조 1항;
2000/43/EC 8조 1항; 2000/78/EC 10조 1항; 2002/114/EC 9조 1항 등 참조)24)
∎ 영국 평등법 136 (2)
If there are facts from which the court could decide, in the absence of any other
explanation, that a person (A) contravened the provision concerned, the court must hold
that the contravention occurred.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제22조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제1조에 열거된 사유로 인한 차별임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는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위반하지 않았음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25)

23) 구미영(2010), 앞의 글, 174-175면 참조.
24)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judicial
systems, to ensure that, when persons who consider themselves wronged because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has not been applied to them establish, before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facts from
which it may be presumed that there has been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ion, it shall be for the
respondent to prove that there has been no breach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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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각각 규정된 입증책임 특례 조항은 차별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을 아래와 같이 차별피해자와 그 상대방에게 배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건

법조문 표현

남녀고용평등법
법조문: 상대방부담(전환)

장애인차별금지법

➀차등대우의 존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
실’

➁차등대우의 위법성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점’

상대방부담(전환)

상대방부담(전환)

➂정당한 사유(차별의 예외)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부담(원칙)

상대방부담(원칙)

하급심: 피해자부담(원칙)

피해자부담(원칙)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더라도 ➂에 대한 입증책임은 권리발생을 저지하고자 하는
차별피해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통해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➁이다. 그런데 ➁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모두 동일하게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키고 있으므로 결
과적으로 양 법의 입증책임 특례조항 간의 차이는 ➀차등대우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
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실제 소송에서 입증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요소는 ➁와 ➂이고 ➀은 상대
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다. 또 지금 문제되는 입증책임은 심리의 종국적인 단계에
서도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의 ‘객관적 입증책
임’을 의미할 뿐이다. 설사 차별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차별피
해자가 소송에서 차등행위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존재를 추단케하는 자료들을 제출
하는 일은 실무상 여전히 필요하다. 이에 비추어보면 ➀의 입증책임을 둘러싼 두 조
25) 독일 평등대우법 입법이유서는 제1조에 열거된 사유로 인한 차별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이
다투어지는 때에는 원고가 그 사실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방법에 의해 증명해야 하는데, 이
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법원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
분’한 정도로 완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조기영(2008), 독일 평등대우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법
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95-96면 참조). 이 조항에 대해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이 차별의 피해자로
하여금 ‘간접증거’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유럽연합 반차별지침의 입증책임 규정에 비해 차별피해자
의 입증책임을 더욱 강화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차별사유로 인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이 용
이하지 않으므로 차별피해자가 간접증거를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후라도
반드시 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황수옥(2015),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일반과 차별 정당성의 범위, 노동법논총 33, 94-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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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실익은 더욱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실무에서 제대
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차별피해자가 간접사실 등을 통해 차
등대우의 존재를 일응 증명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하는 등으로 차등대우
의 존재를 주장하고 일응 증명할 책임까지는 차별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방법(기본적
으로 장차법과 같이 입증책임을 배분하되, 차등대우의 존재에 대한 차별피해자의 입
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공개의무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63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
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
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
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공개의무 조항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입증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차별 주
장을 이유로 사인 상호간에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없고, 고용과 관련하
여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사용자에게 채용기준 등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그 남용 우려가 크고, 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권리 창설 및 의무 부과에 대해
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26)
이 조항은 실제로 매우 강력한 정보공개의무와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사인 사이에
26) 법무부 인권국,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 2013. 1.,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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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용되는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차별피해자의 입증 곤란의 문
제가 이러한 조항 없이도 현행 민사소송법 제344조 내지 제351조의 문서제출명령 제
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보완이 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위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 보
존되어 있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예컨대, 녹취록, CCTV 영상 등) 당해 정보가 당
초에 보존된 형태로 공개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도 있으므로 “당초 그 정보
가 보존된 방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적은 일리가 있으므로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27)

6. 피해자의 소송 지원 제도
1) 개요
현행 기간제법, 파견법의 경우 차별시정신청권자의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차별신청권자를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28) 고용이 보장되어 있
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기간제법 등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 연장 여부에 관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크게 감수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간제법 등에 규정된 차별시정신청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차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나
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받게 될 수 있는 교묘한 사실적인 불이익 등은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차별피해자 개인이 구제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이
된다. 차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서 동일한 차별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문제의 해결은 모두 개개
27)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김재연의원 대표발의(2012. 11. 6.)),
2013. 2, 46면 참조.
28) 전윤구(2012), 차별시정신청권의 노동조합 확대방안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연구, 노동법학 41,
327-360; 노상헌(2013), 고용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제도의 법적 쟁점, 서울법학 20(3), 37-77; 김영택
(2017),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 방안 (Ⅰ)-시정 신청 당사자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11(1),
183-2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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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만 부담지워지고 있다는 점은 차별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넘어서고자 하는
부정의함의 핵심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안들은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소송지원 제도 등을 규정하여 차
별피해자의 소송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존 차별금지법안들을 통해 발
의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소제기하는 방안, 반차별단체 등
이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나아가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적극적인 방안 등은 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
되어야 할 제도들이다. 다만 위 제도들은 모두 현행 민사소송법을 넘어서는 제도들
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6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
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29)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인권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은 직권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만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피해자가 차별 소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비용
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별피해자에게 법률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국
가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규
칙 제4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행위의 대리나 △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
소원의 대리 또는 형사 피고인⋅피의자를 위한 변호를 요청할 수 있다(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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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차별금지법안에 별도의 조항
을 둘 실익이 생길 것이다. 대만의 성별고용평등법은 고용차별 피해자가 비용상의
이유로 구제 신청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제37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성별고용평
등소송법률부조법이 제정되었고 고용차별 피해자는 그에 따라 법률자문, 서면작성
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30)

3) 소송지원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7조(소송지원)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
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제소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직권제소권 제도는 우리 법체계상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통해 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조문의 취지를 설명하였다.31)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2005년 폐지된 구 남녀차별
금지법은 제35조에 소송지원 제도를 두면서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차별시정기구의 결정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성발전기금에 의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32) 금융감독원은 2002
30) 구미영(2012), 동아시아 국가의 고용차별금지법 비교 - 한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42,
168면 참조.
31) 박찬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2006. 3. 28.), 43면 참조.
32)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 2005.3.24.] [법률 제7413호, 2005.3.24., 타법개정]
제35조 (소송지원) ①여성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102호, 2003.9.19, 일부개정] 제25조 (소송지
원의 요건등) ①삭제 <200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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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금융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금융분쟁조정위원
회에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이 되었거나
청구 인용으로 조정결정이 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
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
을 할 수 있다(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의2).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송지원변호
인단을 구성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비용으로 소송수행 변
호사를 위촉하여 금융이용자를 대리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위 차별금지법안의 소송지원 조항은 소송지원의 요건, 절차, 내용 등을 모두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조항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소송지원의 내용으로 먼저 구 남녀차별금지법처럼 소송
지원이 별도의 기금에 의한 비용의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
회의 소송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핀 법률구조 요청
조항은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소송 지원의 내용이 금융감
독원의 소송지원제도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이래 차별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변호
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한 후 피해자
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역시 앞선 법률구조 요청
조항과 내용이 겹치게 될 것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차별에 대
해 보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이 경우에
도 앞선 법률구조 요청 조항은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피해자가 제
기한 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 보조인으로 참여하도록 하
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보조인의 참여는 현재 민사소송법에 도입된 제도가 아니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삭제 전 문구: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산 및 월평균소득
이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소송수행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남녀차별사항중 중대한 남녀차별사
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당해 남녀차별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소후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2. 기타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액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여성부장관은 소송지원 과정에서 사정변경등으로 인하여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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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후술하는 반차별단체에 의한 소송지원제도 참조).
한편 이러한 소송지원 조항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33) 지금까지의 차별금지법안들은 차별을 주장하는 자의 상대
방이 국가기관이냐, 사인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의 구제수단을 일률적으로 규정
해왔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
가를 상대로 한 차별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법체계상 어색하나, 법문구상으
로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내려질 수 있는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장애차별소송의 관할법원의 문제 등)로서 일률적으로 정리될 필요
가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를 위한 소제기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의 직
접제소권과 같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민권법 제2000e-5조에 따라
EEOC는 차별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등의 비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한 사건해
결을 하게 되고, 신청 후 30일 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원고가 되어 법원에
차별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인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차별시정기구는 비사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한 간접적인 압박수단을 갖게 됨으로써
비사법적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차별피해자는 소제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차별금지법안을 통해서는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발의된 일이 없었다. 다만
2006년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만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제소권
제도가 쟁점 중 하나로 검토된 바 있다. 당시 전문가 검토의견 중 공익적 요소가 강
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제소의 예외적 인정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직권
제소권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불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어
서 결국 직권소송제도 도입이 법이론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피해자에 대한 소송
33) 박원석, 차별금지법 공청회 토론문,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2006. 3. 28.), 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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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를 법안에 넣음으로써 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배경이 알려졌
다.34)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제소권 제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에
도 논의된 바 있었다. 2001년 정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중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정대철 의원 대표발의안)
제47조(피해자를 위한 소의 제기) ①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
의 확보 또는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 관할 법원에 필요
한 신청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여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대철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
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이 제도가 민사소송의 임의적 제3자 소송담당의 한 유형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인권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제소권은 소멸하는 것인지, 인권위가 제기한 소송 계속 중 피해자 본인이 별도로 소
를 제기한 경우 전소의 운명, 소송계속 중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처리 문제 등)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35)와 충돌하
는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36) 위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는 결
국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한편 제도 도입의 의지가 있다면 위 법
률문제들은 조문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면 되는 문제로서 큰 걸림돌이 되지
34) 박찬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2006. 3. 28.), 43면 참조.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
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36)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김치원, 국가인권위원회법안(정대철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2001. 2.), 15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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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고 본다. 이 제도에는 국가기관 대상으로 한 소를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EEOC의 제소권 역시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5) 반차별단체 등에 의한 소송지원 제도
※ 참고 입법례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제23조(반차별단체⋅Antidiskriminierungsverbände를 통한
지원)
(1) 반차별 단체는 그 정관상 영업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은 인적결합단체로서,
제1조의 사유로 차별을 당한 자 또는 집단의 특별한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체
를 말한다. 반차별 단체의 구성원이 75명 이상이거나, 반차별단체가 (다른) 7개 이상
의 단체의 연합체인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권한이 부여된다.
(2) 반차별 단체는 그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재판절차에서 차별을 당한 자의
보조인(Beistand)으로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송법의 규정, 특히 보조인
에게 이후의 변론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반차별 단체에게는 그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차별을 당한 자의 법적사무의
처리가 허용된다.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은 반차별단체가 차별피해자의 재판에 보조인으로 참여하
여 재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37) 독일의 위 조항은 독일 민사
소송법상 보조인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 독일의 민사소송법상 보조인 제도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90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론에서 보조인(Beistand)을 대
동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당사자들이 구술변론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소송보호인은 당사자가
피고인 경우에 한정되는 반면, 보조인은 당사자라면 원고,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가

37) 2005년 7월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 정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안(ADG-E)은 반차별단체를 통한
대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6년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되는 과정에서 반
차별단체에게 변론보조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축소되어 입법되었다(황수옥(2015), 독일 일반평등
대우법 일반과 차별 정당성의 범위, 노동법논총 33, 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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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구술변론에서의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실적, 법률적 사항을 구두
로 설명하는 것이 주임무라는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와
유사한 제도로 보인다. 그렇지만 진술보조와 달리, 독일 민사소송법의 보조인 제도
는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38)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변론보조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6년 민사소송법은 진술보조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바,39) 이러한 진술보조인
제도를 일부 확장하여 차별금지법에 독일과 같은 차별피해자를 위한 변론보조인 특
례 조항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반차
별단체가 보조인으로서 차별피해자의 재판을 돕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6) 집단소송제도, 단체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인 구성원 중 1인 또는 다수의 대표 당사자를 선
임해 대표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되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고, 단체소송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피해자들을 대
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와 같은 제도들이 일
부 영역에 도입되어 있다. 200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단체소송제도가 일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제도들이 한정
된 범위 내에서만 도입된 결과 제도의 이용은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 활발하지는 못
한 상태다.
최근 기업에 의한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문제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제도, 단
체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 집단소송
특례법으로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40), ｢소비자의 권익 보
38) 김수정, 독일법상 민사 및 가사 소송절차에서의 피후견인 조력 제도, SSK후견-신탁연구센터 제1차
전문가 콜로키움 자료집(2016. 11. 5), 23쪽 인용.
39)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40) 의안번호 2000064, 제안일자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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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41) 등이 발의되어 있고,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집단소송에 관한 특례법으로
서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42)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차별피해자는 보통 약자로서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차별은 구
조적인 문제로서 개개인별로 구제를 도모하도록 하기보다 집단적인 시정을 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단소송제도는 차별의 구제와 관련
하여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특히 간접차별은 대부분 개별근로자가
아닌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의 패턴이나 유형으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스로 고용 및 인사관행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판결이 내려질 필요가 있는데, 집단 소송에 대한 지원이 없는 이상 간접차별에 대한
전범이 되는 판례들이 쌓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접차별을 실
효성있게 다루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4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 당시에도 법안에 공동소송참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쟁점과 관련하여, 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집단소송제
나 단체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제
도가 불채택된 바 있다. 또한 차별피해자가 차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후에 패소했
을 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형평성의 문제, 남소 가능성의 문제에 비추어 패소자부담원칙의 전제를 넘어서는 특
례조항 도입은 불가능하지만 단체소송을 인정할 경우에는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 수
정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44)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
앞으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가 소비자집단소송
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차별소송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41) 의안번호 2005384, 제안일자 2017-02-02
42) 의안번호 2001183, 제안일자 2016-07-26
43) 이주희(2007),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 법무부 주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37면
참조.
44) 박찬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2006. 3. 28.), 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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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이익조치 금지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6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
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
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등이 제1항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그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 등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제60조 제4항의 손해배
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6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6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조문의 문구와 관련하여, 위 제정안에 따른 구제절
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에 한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의 문언상
법원에서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답변을 한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정안 제42
조 제1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
시한 바 있다.45) 조문의 취지상 ‘국가인권위원회에’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김재연의원 대표발의(2012. 11. 6.)),
2013. 2, 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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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1) 관할의 문제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의 문
제가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성
격이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에 그 관할이 행정법원인지 민사법원인지를 명시하는 조항을 장차법에 신설
하여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개정의견도 존재한다.46) 이처럼 차별소송의 관
할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 소의 관할에 관한 명
시적 조항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개별적 차별금지법률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률들과 충돌하는
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사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남녀
고용평등법, 비정규직법, 고령자고용법은 사법적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고
평법 제30조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제외) 특별하게 조정할 내용이 없으나,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기존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애계에서 도입을 주장했으나 아쉽게 입법하
지 못한 특례조항들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한다. 이를 위
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존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예를 들어 악의적 차별에 대한 구제로서 현행 형사처벌 조항의 유지
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도입 간에 어느 쪽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의 쟁점). 올
해 장애인차별금지법 1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47)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 차
별금지법 도입을 전면적인 개정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
인 검토와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6) 개정안 조문: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등) ➃ 이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법원으로 한다. (박종운(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2017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
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자료집, 61면 참조)
47) 박종운(2017), 앞의 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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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사법(非司法)적 구제수단
1. 차별시정기구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률들은 다양한 차별시정기구를 두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
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러한 차별시정기구의 조정과 통폐합
문제이다. 각 차별시정기구와 제도들 간에 최소한의 조정만을 하고 서로 병행하여
존재하도록 할 것인지, 차별시정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통폐합할 것인지에 관한 다각
도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2005년 당시 참여정부의 시정기구 일
원화정책의 추진과정이다. 참여정부가 시정기구를 통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시 고용평등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
던 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시정기구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근거 법률이었던 남녀차별금지법과 함께 폐지
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폐지 과정에서 위 법률과 기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구제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제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인권위원회의 포괄
적인 차별시정기능에 뭉뚱그려짐으로써 전체적인 차별구제기능이 오려 축소되었다
는 것이다.48)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차별의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나 이러한 조정 또는 통폐합이 기존 시정
기능의 축소를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히 설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시정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집중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
능, 규모, 역할,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문
제가 근본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주요하게 발생하는 차별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확대 개편안
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8) 안진(2017), 2017 한국법사회학회⋅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동학술대회 <현행 차별금지법제
의 실효성과 차별금지법의 제정방향, 차별금지와 소수자 권리보고: 법사회학적 접근> 자료집, 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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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 등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제34조(진정 등)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
다.
제35조(준용규정)제34조에 의한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
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안들에서 규정해온 진정 관련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그대
로 따르고 있는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은 구체적인 사건성이 존재하는 경
우에만 가능하다. 법령, 정책, 차별적 환경 등에 대한 진정은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
로 각하되게 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
책, 차별적 환경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
회법을 개정하거나 차별금지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사건성이 없는 법령, 정
책, 차별적 환경 등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할 필요
가 있다.

3. 시정명령제도
김재연 법안 (2012, 19대 국회)
시정명령 제도를 두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2006. 7.)
제31조(시정명령) ①제30조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하여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
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는 차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의 재발방지
를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의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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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정명령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
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위원회는 제31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
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제31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소의제기) 제31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위원회는 제31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34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35조에 의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
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
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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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
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할 당시, △인권위의 옴
부즈만적 성격에는 조정이나 권고를 통한 분쟁해결이 부합하다는 의견, △인권위 결
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자유권 영역과의 형평성 고
려 및 사정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 △외국의 차별시정기구에서도 도입한 예
가 거의 없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였고, 반면 △각국의 인권상황 및 그 시정
의 특수성에 따라 시정명령권이 인정 가능하고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인
정되며 △민간부문에 대한 차별시정에 적극적 대처할 필요, △장애인단체 등 인권단
체나 전문가들의 권한강화 요구를 차별금지법에서 일부 수용할 필요 등이 적극적인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었다고 한다.49) 위 권고안은 도입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인권위
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률 중 다수 법률이 시정명령제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
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권한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원화하였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재
및 시정명령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요구할 권한을 가
진다. 연령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권한을 갖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제도가 이원화되어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명
령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넘어서는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수단이 필요하다
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정 이후 10년 동안 법무부가 내린 시정명령
은 단 2건에 불과한 상황이다.50)
이러한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에 관해 과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 많은 고민이 있
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활동에 대한 불신이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특히 이주민 관련하여서는 출입국
관리를 관할하는 법무부가 차별을 행하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주

49) 박찬운(2006), 앞의 글, 42면 참조.
50) 2010년 남성 뇌병변장애인의 질병에 의한 직권면직 사건 관련한 시정명령, 2012년 수원역 앞 지하
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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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의 강한 우려가 존재함).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사법적 구제의 효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 국
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준하여 보수화될 가능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사법적 조치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중요한 문제이나
반드시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 등은 차별을 급진적으로 판단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
겨두고,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제소권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권위 권고
를 수용하도록 피신청자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처럼 시정명령권의 도입 여부는 별도로 고민
되기 보다는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가운데 고민되어야 할 것
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시정명령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앞서 본 개별적 차별금지법
률들과의 조정 문제가 대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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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토론
Round Table Discussion

[토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
염 형 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포괄적 차별금지법 v. 평등기본법
기존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차
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차별에
대응하여 이를 해결하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역할과 의무가 아닐까 싶다. 차별은 ‘개
인’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집단’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평등실현
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강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뛰어넘는 평등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 차별금지법과의 관계
발제문들에서 적시하였듯이 개별 영역에서 여성, 장애, 연령, 고용과 관련해서 차
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차별 영역 전반
을 아울러 권리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별의 새로운 유형인 괴롭힘
이나 혐오표현, 차별지시⋅조장,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 통일된 차별판단기준의 필요
성, 차별구제수단의 보강 등을 위해 차별 영역 전반에 걸친 포괄적 차별금지법(내지
평등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되면 개별적 차별금지법과의 관계는 일반
법 대 특별법의 관계일 것이다. 개별 차별금지 영역의 특유한 차별금지사유(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행위로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및 영역별 차별금
지의 내용(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금지 영역으로서 ‘가족⋅가정⋅복지
시설’) 등은 개별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차별 영역 전반에 걸쳐 규율할 사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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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정 필요성 주장이 아닌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들
홍성수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2007년 ‘차별금지법의 올
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결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출범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
차별금지법안 발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17~18대 국회 때 발의된 차
별금지법안은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 19대 국
회 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의 압박으로 2개 법안 모두 철회
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런 역사에 비추어보면 향후
20대 국회에서의 법 제정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주장을 넘어서 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
이 필요할까? 2000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주장을 시작하여 2007년에 법
제정까지 이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약칭 ‘장추련’)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듯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범장애계(최종적으로 247개의 전국/지방
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체였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
는 노동⋅교육⋅여성⋅인권⋅종교⋅문화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추련을 지
지하고 장추련의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였다.
장추련을 중심으로 장애계는 똘똘 뭉쳐서 전방위적으로 법제정을 위해 온 힘을 모
았다. 인권위와 전경련 점거농성을 벌였고, 숱한 집회⋅시위를 진행하였으며, 국회의
원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복지부와 청와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등 강온전략을
함께 쓰며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위들은 이러한 준
비가 되어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될 포괄적 차별금
지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각 단위들이 점검할 필
요가 있다.

4.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초라해질 정
도로 쪼그라들었지만, 소수자⋅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발언은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지난 2014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시 동성애 혐오세력들은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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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을 부렸다. 일베⋅서북청년단 등 극우집단의 소수자 혐오는 더욱 노골화 되고
있고, 이주민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낙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은 단지 불쾌한 표현이 아니라 국적⋅민족⋅성
등의 속성을 이유로 하여 소수자의 인간존엄성을 부정하는 언어폭력이자 차별에 해
당한다. 이러한 혐오표현도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5. 차별시정조치 및 기관 이원화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시정조치(내지 차별구제)는 국가인권
위원회의 시정권고 외에 시정명령, 법원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특례, 집단소송⋅단체소송, 피해자 소송지원 등이다. 이중 시정
권고⋅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자율적 분쟁해결 원칙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
권고의 권한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정
조치로서 미약하므로 시정명령도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대로 시정권고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되, 법무부(장애인차별금지의 경우)나 노동위원회(연령차별금지
법의 경우) 등 유관기관에서 가해자가 시정권고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
비하여 시정명령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수용률은 70%(공공영역은
90%) 정도이다. 시정명령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인권위의 뒤편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권고수용율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시정명령 조치 없이
시정권고만 가능하다고 하면 인권위의 권고수용율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권위의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위상도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차별시정기구에 관해서
도 원칙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하지만,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행정기관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보다 적
절하다고 생각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법 시행 9년이 지났음에도 시정명령 건수는 3건에 그치
고 있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해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무부가 시
정명령 권한을 가지고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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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별규제에 앞서 차별적 인식의 개선⋅교육에 초점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고용⋅교육, 재화⋅용역 공급 및
이용, 서비스 이용, 사법⋅행정 절차, 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진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이 ‘차별로 인식’되고, 시정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중 상당수는 의도하지 않고 미처 차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자연스럽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발언이
장애인 차별로 인식되고 교정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9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숱하
게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차별을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방향은
차별 가해자를 단죄하는 것보다는 차별적인 사회의 문화를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교정⋅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인식을 개선하는 교육과 정
보제공, 시정조치들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7. 스웨덴 국민의 집 연설/ 얀테라겐 문화
우리나라와 복지⋅인권 선진국으로 불리워지는 스웨덴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까?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
점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지도자와 이
러한 지도자를 지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인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928년 스웨덴 사민당 의장직을 맡은 페르 알빈 한손은 당 대회에서 ʻʻ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 그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으
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ʼʼ는 유명한 연설을 하며 ‘국민의 집’ 스웨덴 복지국가의
출범을 선포하였다. ‘국민의 집’ 이념은 1996년 페르손 총리에 의해 ‘생태’의 가치가
통합된 ‘녹색 국민의 집’으로 발전한다.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으로 그 비전을 확대한 것이다. 페르 알빈 한손의 국회 연설은 국가가 진정 나아가야
할 방향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집(가정)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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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앝 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들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
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한다.
이런 ʻ국민의 집ʼ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
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
도 좋은 집이 못된다.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경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된다. 스웨덴 사회
의 불평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일부는 궁전 같은 저택에 사는 동안 일
부는 동절기 동안 텃밭에 붙은 초가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
고 생각한다. 분에 넘치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빵 한쪽을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실직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의 스웨덴 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진정한 ʻ평등ʼ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ʻ국민의 집ʼ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정책과 경제적 균등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정당한 지분이 지불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수단에서뿐
만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1928년 페르 알빈 한손의 국회 연설문 중>

또한 스웨덴 사람들은 우월함이나 우수함보다는 평등과 평준화를 선호하는 얀테
라겐(Jantelagen) 문화가 익숙하다. 스웨덴 사람들은 평범함을 좋아한다. 공식적인 자
리라도 ‘000사장’, ‘000교수’, ‘000박사’ 등으로 부르지 않으며, 별다른 존칭도 없다.
빼어난 한 사람이 사회를 리드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 모두가 주
인공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얀테라겐 원칙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지 말 것
2. 당신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 것
3.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지 말 것
4.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 것
5.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지 말 것
6.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믿지 말 것
7.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자부하지 말 것
8.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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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두가 당신을 배려한다고 믿지 말 것
10.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 것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차별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나(혹은 우리)는
너(혹은 너희)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의식에서 출발하여 ‘보잘
것 없는 너’의 자리가 아닌 ‘특별한 나’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기를 쓰고 경쟁하며
남을 딛고 일어서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은 ‘뛰어남’이
아닌 ‘평범함’일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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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젠더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백 미 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계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
련하여 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광범위한 성차별의 시정과 구제를 위
한 개별법으로서의 성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 정책 제안, 연대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노력과 제정운동을 펼쳐왔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성연합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 개선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정책화하여
주장해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등 자치규범만으로
는 다양한 사유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이다.
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와 같은 연대 기구를 통하여 차별금
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행동에 참여해 왔으며,1) 여성연합 독자적인
발언도 지속해왔다. 구체적으로 여성연합은 19대2), 20대3) 국회의원선거와 19대 대통
1) 차제연을 통한 연대활동은 홍성수교수님의 발제문에 정리된 바와 같다.
2)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19대 국회에 바란다’ (2012)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단체: 경
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
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체
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천안여성
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
께하는주부모임,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부모여성네트워크,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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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선거4) 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5)을 제안한 바 있다. 19대 총
선 당시 요구한 100가지 젠더정책 중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은 20대 핵심과제의
하나였다.6) 20대 총선에서도 역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2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포
함되었다.7) 19대 대선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5대 핵심과제8)의 하나로
제안된 바 있다.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젠더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해왔
3)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정책-20대 국회에 바란다’(2015), 한국여성단체연합(참
여단체: 새움터,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인지예산전국
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
정치연구소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
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4)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19대 대통령에게 바란
다’(2017)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단체: 새움터,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
대무지개행동,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5) 19대 총선에서 왜 젠더 정책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여성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여성이 받은 차별과 불평등에
주목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특정적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삶이 보다 나
아져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로서의 성
평등을 위해 여성이 위치한 관계적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면 보다 총체적인 과정들을 함께 검
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즉 여성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
제로 제기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해결의 답을 찾음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제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위치에 놓여있
는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불평등한 사회가 낳은 불평등한 여성과 남성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여성특정적인 여성정책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
되는 사회적 역할, 행동, 그리고 책임을 규정하는 젠더정책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
고자 한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로서의 젠더는 그 자체로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변화를 함
축한다. 궁극적인 성평등의 가치 지향에 여성만의 경험과 주장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우리
가 놓인 사회의 상황과 주장을 함께 담아가고자 한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19대
국회에 바란다’ (2012), 6~7쪽
6) 2) 정책과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
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19대 국회에 바란다’(2012), 21쪽
7) 2) 정책과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에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선동규제 조항 포함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정책-20대 국회에 바란다’(2015), 76쪽
8) 5대 핵심과제 : 낙태죄 폐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젠더관점의 정책실행을 위한 성평등추진체계 마
련, 여성대표성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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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성운동진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주도했다기보다 차제연을 통한
연대활동으로 대응해왔다.
그동안 여성연합이 요구해온 기본법으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사유
의 명시, 효과적인 구제조치 포함, 혐오표현 및 범죄에 대응 등이 포함될 것을 포함
한다. 이는 차제연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에 언어, 출신학교,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등의 사
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별과 혐오에 대한 분명한 금지, 차별금지사유의 인정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제조치와 관련해서는 개별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전체적인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10)

2. 성차별금지법
1) 필요성
여성계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모든 영역에 적용한 개별법으로서의 성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체로 합의해왔다. 성차별 시정을 위한 개별법으로서의 ｢남
녀차별금지법｣(1999)이 2005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라 폐지되고 성차별, 성희
롱 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후 성차별이 국가인권위원회
의 19개 차별사유 중 하나가 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성차별의 실질적 개선을 위
한 노력이 약화되었으며 성차별 시정을 위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이 여
성계의 판단이다. 특히 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에서의 성
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여성에 대한 혐오는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11) 이에
9)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
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
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이
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 한국은 현재 장애인 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
재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 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여성,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혐
오표현 및 범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정부는 소수자의 인
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2017), 6쪽
10) 차제연을 중심으로 마련된 차별금지법(안)은 2011년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안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
로 권영길의원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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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별도로 성차별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면서
성별을 사유로 모든 영역에서 행해지는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개별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형성되어 왔다. 성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발생하는 성차별
의 시정정책의 추진 및 피해자 구제조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의 다른 법률의 성차별 규율을 볼 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1987년)은 고용상의 성차별만을 규율하는 입법이라
는 한계가 있어 고용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괄하지 못하고 구제기구
와 조치 역시 고용 영역에서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와 같은 근로기준법 상의 개별
적 근로관계 위반 사건처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고발하고 형
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구체적 개별적인 차별사건의 특성에 맞는 구제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12)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 영역이 폭넓게 규정
되어 있지만 성차별의 개념이나 금지되는 성차별 행위의 유형 판단 기준 규정이 구
체적이거나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
등을 위한 정책기본법이지만 양성평등에 관한 정의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마련 노력의무를 규정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성별에 의한 차
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차별이 금지되는 조항이나 구체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행의 성차별을 규정하는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성차별개선업무의 활성화와 성차별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강
화 등 성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성계의 의견이다.

2) 성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13)
여성연합이 2016년 시안으로 검토 했던 성차별금지법에는 입법의 목적과 성차별
범위, 국가 등의 책무, 성차별 시정기본 계획의 수립, 성차별시정위원회 구성, 성차별
금지, 차별시정 및 구제절차, 벌칙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 핵심적 사항을 살펴보면, 성차별의 범위를 성별 등(정당한 이유 없이 성
11)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2016년 평균 시간당임금은 여성 11,507원, 남성
16,819원으로 여성의 상대임금은 68.4%(임금격차 31.6%p)이며, 고용률의 남녀 격차는 20% 수준이
다. 고용상 성차별, 유리천장, 여성집중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조건, 비정규직의 여성화, 임신⋅출산
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육아기 퇴사,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도 상존하는데 이를 개선하고 시정
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12) 박선영 외(2012),｢성차별(성희롱) 금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13) 2016년 여성연합이 의뢰하여 연구된｢성차별금지법 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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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을 이
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간
접차별,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확대하였다. 성차별 금지 유형은 모집⋅채용,
임금⋅금품 지급,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금융서비스 공급⋅이용, 토지⋅주
거시설 공급 이용, 의료서비스 공급⋅이용, 문화 등의 공급⋅이용,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을 포함한다. 성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외
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시 여성
가족부 장관이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
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증책임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는 점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배분하였다.
시안이 검토 과정에서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의 미비, 성희롱 포함 여부,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고 논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또한 시안
에서 성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이를 전담
하는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할 것 제안했지만, 이는 최근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
행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과 연동된 문제로 추후 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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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노동의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
박 주 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1. 고용영역에서 차별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 자본주의에서 가장 취약한 권력, 노동
차별은 한 사회의 모순을 봉합하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전략의 일부로 관습
화되어온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차별은 단순히 개인의 악의나 부도덕에서 비
롯되었다기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통치의 기술로서 내면화되어왔음. 따라서 차별은
본질적으로 권력적인 구조 안에서 생성되고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계층화된 공동체
는 역사적으로 차별 집단의 외피만을 바꾸어왔을 뿐, 사회적으로 권력이 부재하는
집단을 계속 재생산하면서 표면적인 안정을 가장하고 체제를 지속함.
차별이라는 유령은 노예에서 여성으로, 또 여성에서 비정규직으로 그 외피만을 계
속 탈피하면서 새로운 이름의 차별을 만들어감. 차별은 한 사회의 권력의 흐름을 따
라 흐르면서, 가장 취약한 권력을 찾아 순환함.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고여있는 개념
이 아니고, 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기생하게 되는 것임.
현대 사회를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권력관계는 바로 자본주의라 할 수 있음. 따
라서 현대 사회의 근본 모순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차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노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음. 자본의 작동원리는 기실 노동을 통한 이윤
의 창출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착취에서 생겨나는 모순을 봉합하고 이윤 배
분의 불균형 문제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는데 차별은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음.
■ 고객의 차별과 편견도 이윤창출을 위한 상품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고유한 목적으로 하는 내재적 원리에 따라 작
동됨. 이윤을 계속 창출하여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비를 창출해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본주의는 소비의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확장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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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둘 뿐, 소비욕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소비욕구의 확장이 공동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음. 이러한 자본주의의 욕망기계는 기존에 지
속되어온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쉬운 -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 이윤
창출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적으로 누적되어온 차별적 인습들이 가장 효과적
인 소비 욕구의 대상이 되어왔음.
특히 근대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을 통한 이윤창출에 맞추어 소비의 대중화를 이윤
창출의 주된 수단으로 성장해왔음.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의 소비 욕구는 기존의 사
회적 차별을 보다 원초적으로 이미지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내면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해왔음.
■ 신자유주의의 확장 속에서 파편화된 노동
시장영역의 경제원리가 공동체의 각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의 원리를
잠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임. 신자유주
의 하에서 노동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복잡한 고용관계에서 개별화되고 고립됨. 집단
의사를 형성하지 못하는 파편화된 노동은 기업의 강화된 노동감시와 과로노동에 대
한 자기검열, 성과주의적 경영방침을 통한 노동자들간의 경쟁과 괴롭힘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사업경영에 대한 기업의 위험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미분
화된 중간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함.
따라서 기업인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의무 강화, 고용상 차별에 대한 다각도의 규
제와 법을 통한 교정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

2. 노동의 측면에서 다변화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 복합차별에 대한 규율 필요성에 공감
지금까지 차별판단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어떠한 차별금지사유에 해당되는 문제
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발생된 불이익한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함. 문제는 차별판단에 앞서 차별금지사유를 특정하기 어
려운 경우, 즉 차별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차별
판단기준이 형성되지 못함.
차별행위는 하나의 차별사유만을 이유로 발생되지 않음. 차별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즉 다수의 차별금지사유가 결부된 경우, 그동안의 차별판단기준에 따르면

244

❙ 2017 SNU Human Rights Center International Seminar

각각의 차별금지사유들을 고립 분산된 요소로 보아 각각에 따라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 문제는 복합적인 차별요소를 가진 경우 각각의
차별사유의 한 측면만으로는 구체적인 차별 경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가령 나이든 여성의 채용제한의 문제에 있어 같은 연령의 남성이 채용되
었다면 연령차별이 아니고, 젊은 여성도 채용된 사실이 있다면 성차별로 의율하지
못하게 됨. 그러나 같은 또래의 남성이나 젊은 여성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령의 여성
이 한 사회로부터 계층화되고 분리배제되는 경험은 단지 성별의 문제 또는 연령의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차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복합차별을 차별의 정의에 포함하는 경우, 차별판단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함. 복합차별은 차별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각 차별사유들
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차별을 인정받기 더 수월해진
다고 생각하지만 복합적인 차별사유들이 많을수록 점점 개별적 특성이 강화되기 때
문에, 차별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차별사유들 때문인지, 그냥 그 개인의 특성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짐. 한국사회에서 복합차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합차별
이 발생되는 한국적 사례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들이 앞으로 더 요구됨.
■ 간접차별 정의에 ‘과거 누적적인 차별의 결과’를 포함
‘중립적 기준에 의한 차별적 효과’라는 간접차별의 개념은 현재 존재하는 중립적
기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함. 한국에서
간접차별은 법문의 제한적인 범위에 갇혀 차별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차별
적 원인들이 작동하여 누적되어 나타난 현재의 차별에 대해서는 간접차별에 담아내
지 못하고 있음.
고용분야에서는 특히 직군ㆍ직무분리로 인한 차별을 간접차별의 개념을 통해 해
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한국에서 이를 간접차별로 인정한 사례가 없음. 특히
과거의 차별을 문제제기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거의 임금차별이나 승진차별은 시간
이 지나면 점차 그 차별의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이를 개선할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음.
고용분야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법이 제정되었던 시기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새로운 중규직 차별이 발생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차별의 효과는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지만 현재의 간접차별 개념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
기 어려움(중규직 차별의 일부는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구성하여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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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공기업 등 각 단위기관별, 기간제 정규직전환심
의위원회와 용역파견 노사전문가협의기구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정규직화 대상 및
범위, 방법, 처우개선의 기준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설정원칙 등 산적한 과제와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혼재하고 있음. 특히 처우개선문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
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반하지 않게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논의과정에서 차별적 기준이 설정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동등한 노동가치에 대한 비례원칙’의 명문화
고용분야에서는 임금차별 문제가 매우 중요함. 노동관계에서 차별은 결국 임금 등
금전상 불이익으로 귀결됨. 그러나 배치차별의 결과 임금상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차별에도 불구하고 수행한 업무는 실제 배치되었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소극적임(위자료지급과는 별도
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상 동일노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소
극적).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우리 법원은 차별을 주장하
는 자의“노동이 비교대상자의 노동과 가치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야” 동일가치노동 동
일임금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가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차별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가령 차
별을 주장하는 자가 비교대상자의 업무에 비해 80% 수준의 일을 하면서, 임금은
70% 수준을 받는다하더라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비
교가능가치(Comparable Worth)를 고려해야 하나 한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매
우 소극적임. 따라서 차별금지법에서 이러한 노동가치에 따른 비례보상의 원칙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차별 입증과 시정의 현실화
고용분야에서 비정규직 차별의 경우,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음.
고용상 차별에서 차별을 입증해야 할 문서 등이 모두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
용자의 문서제출 없이는 현실적인 차별판단 및 규율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입증부담은 차별금지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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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차별의 입증을 위하여 사용자만이 보유한 문서
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차별판단에 직접적이지 않은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경우 차별주장자에게 공개할 것인지는 별도 판단하도록 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차별금지법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함.
오히려 노동현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2배에서 3배로 확대되었으나 이 정도
만으로도 사용자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당한 제재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징벌
적 손해배상은 차별의 결과가 과태료나 벌금으로는 전혀 사용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
아 차별행위를 포기하도록 할만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데 있으나 2~3배만으로는 사용
자에게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평임. 또한 손해액의 2~3배인데,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손해액이 결정될 우려도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도화의 관계
사회의 모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직접적이고 일시적인
금지와 통제보다는 미시적인 차별의 방법을 더욱 발달하게 됨. 이러한 차별 메커니
즘의 성장은 차별사유의 다변화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차별행위의 다양화로도 드러
남. 즉 차별행위 역시 과거처럼 명시적인 채용거부나 인사상⋅금전상의 불이익을 기
초로 하지 않고, 직무수행상의 다양한 괴롭힘을 동원하게 됨.
차별금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중 차별사유와 관련된 차별적 괴롭힘에만 국한
되어 접근할 위험있음. 일터에서의 괴롭힘은 열거된 차별사유를 통해 구체화되기도
하지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상의 이유로도 발생되며, 퇴출을 목적으로 또는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기법의 일환으로 노동자들간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여 초래되는 괴롭힘의 양
태도 있음.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은 인격권 침해, 평등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건강하
게 노동할 권리(산업안전보건)의 침해 등 다양한 보호법익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이 계속 진화발전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적
목적과 별도로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차별금
지법이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법제도화의 흐름도 고려하여 일관성있는 제도설계가
되어야 할 것임.
■ 복수노조시대, 노동조합간 차별의 부당노동행위

시장독점이 강화되고 경제발전 또는 경제위기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활동은 고용관계에서 매우 취약한 사회적 지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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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전임자급여금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차별적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라는 노동권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한편 인권과 평등권의 위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복수노조 자유설립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부당노동
행위는 바로 노조간 차별을 이용한 단결침해행위일 것인데,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에
따라 고용상의 다양한 차별이 초래될 경우, 이를 차별로서 규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시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것이 복수노조 상황에서의 모든 차별을 포섭하지는 못함. 특히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
화 절차에서는 사용자가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칠지 각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개별교섭
을 통해 대표교섭권을 뺏을 수도 있고 노동조합 별로 차별적인 교섭과정을 거치고, 노동조합에
따라 회사의 제시안을 차등적으로 제시하며, 단체협약의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소속된 노동조
합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임금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인 효과를 겪도록 하는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상 공정대표의무로 이를 의율할
수 없음. 개별교섭 이외에도 교섭단위 분리결정된 분리단위별 노조의 차별, 공동교섭대표단이
나 위임 및 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내의 노동조합 간 차별 등은 현행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의 대상이 되지 않음.
물론 사용자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다루어 볼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제
도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효과적
인 규율이 어려움.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내 위임ㆍ연합한 노동조합들의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노조 또는 그 소속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제도로
이를 규율할 수 없음.
시장독점이 강화되면서, 노동관계에서 노동법의 법원칙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장원
리에 끌려다니게 될 경우,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분리⋅배제하게 됨. 인사고과평가라는 마치 중립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복수의 노조 조합원들 간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뿐 아니라 승진 및
각종 포상 등에서 차별을 행함. 이는 현행의 부당노동행위제도로는 차별적 속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음.

248

❙ 2017 SNU Human Rights Center International Seminar

[토론]

차별금지법 세미나 토론문
허 오 영 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2006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은 ‘선의의 파파라치’라는
성⋅인종차별광고 고발운동을 펼쳤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중개업의 광고가 아
시아 여성에 대한 비하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진들을 모아 인권없는 이주여성 광고 사진전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
에 진정하였다.
◌ 2009년에 인종차별이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다. 보노짓 후세인은 한 대학
의 연구교수였는데, 버스에서 한국 남성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모욕적인 말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가해 남성은 보노
짓 후세인과 같이 있던 여성 동료에게도 성차별적인 모욕을 주었다. 경찰에 신고
했지만 경찰의 태도 역시 문제적이었다. 짙은 피부의 그가 한국 대학의 교수라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 한국 남성에게는 정중하게 대했다. 보노짓
후세인은 한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함에도 논의되지 않고, 제재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그는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
고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관련 단체들이 성⋅인종차별반대 공동행
동을 결성하였고, 보노짓 후세인을 지원하였다. 그가 인도로 출국한 후에도 공동
행동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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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부산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결혼이주여성이 대중 목욕탕에 출입을
거부당했다.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다는 악의적인 이유였다. 혼자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여성은 이주민 지원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종차
별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은 임기 내내 성⋅인종차별적인 공격과 악플에 시달렸다.
이주아동권리보장 법안을 제출했을 때 달린 (주로 악의적인) 의견은 이제까지 어
떤 법안에 달렸던 의견보다도 많아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 전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던 국회의원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 보노짓 후세인과 부산의 결혼이주여성 사례는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지만 정작 법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다. 혐오 발언을 포함
한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노짓 후세인은 모욕죄
로 기소해야 했다. 2006년의 선의의 파파라치 캠페인에서도 관련 법이 없어서 옥
외광고물관리법을 활용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오
히려 외국인과 이주민을 혐오하는 개인들의 집단화, 세력화가 진행되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중개업 광고 고발 운동을 펼치며 ‘성⋅인종 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보노짓 후세인 사건에서도 ‘성⋅인종차별’ 공동행동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종차별로 보이는 행위 안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동시
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인종 차별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계급적 차별을 복합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
에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체제 안에 일반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인종차별
을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혐오 표현이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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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박 주 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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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차별구제 현실과 과제

- 국가인권위 상황을 중심으로 -

김 원 규
국가인권위원회

1. 문제의 제기
가. 러시아 국적 여성인 진정인은 수원 소재 네일아트숍에 갔다가 숍 직원이 외국
인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진정하였다. 숍 주인은 네
일아트의 성격 상 손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통이 가능
해야 하는데 숍 직원 중에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은 인권위 조사대상인가?
나. 모 주식회사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인 진정인은 입사 12년차인데
자신과 입사동기인 직원들 중 남성들은 적어도 대리, 빠른 사람은 과장까지 승진했
는데 여성들은 대리로 승진한 사람도 전혀 없다고 하면서 회사가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한다고 진정하였다. 회사는 업무특성 상 남성들의 실적이 좋아서 그럴 수는
있으나 승진관련 인사규정이나 회사의 인사방침이 특별히 남성에게 유리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남녀 간의 승진차이를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가?
다. 미국 국적 흑인 여성인 진정인은 서울 소재 영어유치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영어강사모집 광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으로 “Only White”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진정하였다. 유치원 원장은 원아들이 흑인이 강사를 하면 무서워하고 울기도 한다고
하면서 아동 대상 학원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답변하였다. 유치
원 원장의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가?
라. 항공기 승무원 경력이 풍부한 나이가 33세인 한국인 여성인 진정인은 외국계
항공사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후 항공사가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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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항공사가 나이가 만 30세로 합격자를 컷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관은 관련자료 분석결과 지원자 나이
분포에 비해 합격자 나이분포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합격자 중에 30세 초과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항공사에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
나 항공사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차별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
는가?

2. 인권위법 차별부분
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
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
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
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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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
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
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
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3. 차별구제제도의 미비점
가. 차별관련 실체법 미비
인권위법은 조직법과 절차법이고 현 인권위법에는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인권침
해와 차별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실체적 내용은 없다. 고용영역과 장애인
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지우는,
즉 헌법 상 평등권의 효력범위를 확장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인권위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인권위는 절차적 규정이나 업무범위와 조사대상 규정에 근거해
서 평등권의 효력범위를 사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인에 대한 차별사
건조사를 하고 있다. 마치 형법 없이 형소법 규정에 근거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
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사인의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
문제만이 아니고, 차별문제 관련 실체적 내용이 통째로 공백인 상황도 문제이다. 간
접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차별행위의 합리성 판단기준, 가해자가 사인의 경
우와 국가인 경우 합리성 판단기준의 異同여부, 차별행위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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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가 누구인지 등등이 모두 인권위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인권위 설립 15년 동안 결정문에 간접차별 용어가 쓰인 적이 없고, 합리성 판단기준
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실상 진정인에게 부담지워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쟁점들이 당연히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아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유
럽인권협약 제14조 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보장된다” 규
정에 근거하여 간접차별도 인정하고1), 차별행위의 합리성 판단기준으로 비례심사를
하며2), 차별행위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부담3)지우고는 있다. 그러
나 우리의 경우 차별제도 시정 운영이 초기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입법적 장치를
통하여 가이드를 할 필요성이 크다.
사실상 간접차별의 법리에 따라 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로는 현자영업직 여사
원 승진차별사건(사례 나, 06진차42) 등이 있으나 이 결정에서도 간접차별이라는 개
념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간접차별의 법리에 근거해서
인용의견으로 상정된 안건은 인권위원들에 의해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
황이다.4) 사례 라와 같이 지원자 중에 30살 이하인 자와 30세 초과자 사이에 합격률
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해도 이러한 통계결과로 차별행위 사
실이 인정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5), 합리성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
아 판단기준 제시가 없거나 사건마다 다르고6), 피진정인이 사인이라는 점이 합리성
1) 트리메노스 사례(사건번호 34396/97)
2) D. H. 사례(사건번호 57325/00)
3) 티미쉐프 사례(사건번호 55762/00, 55974/00)
4)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혜택 등 차별(16진정1044100, 진정인들은 oo회 소속 초단시간근로
자들인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도 보험금지급청구권 발생요건인 보험사고 발생 전 18개월동안 근
무일수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필요적 가입대상으로 보아 3년치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 것이 부당차별이라고 진정하였음. 이에 대
해 피진정인의 징수행위가 외관상 남녀중립적이지만 징수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므로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로 포섭하였으나 불인정)
5) 15진정0045900 승무원 채용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 최종적으로 피진정회사에게 나이차별을 시정
하라는 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통계를 근거로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6) 특히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기준을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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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지 못함으로해서
사인에 대하여는 사실상 권고가 기피되거나7) 또는 피진정인이 국가인 경우와 다를
바없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증책임 문제는 장차법이나 연차법 같이 실정법
상 입증책임 배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취급의 존재, 차별취급과 차별사유의
관련성, 차별취급에 합리성이 없다는 것까지 모두 인권위(진정인 포함)가 입증할 것
을 요구받고 있으며8) 이것도 사안별로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미비로
인해 차별사건 인용여부는 인권위원들의 성향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며, 이런 점
때문에 법실증주의적 성향의 법조인 출신 위원들이 다수인 경우 사실상 진취적인 결
정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차별현상에 대처하기 어려운 공백이 존재
현재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차별현상인 일반 괴롭힘, 혐오표현, 보복행위,
차별지시, 노동감시에 대하여 거의 손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인권위법은
괴롭힘 중에서 성희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학교나 회사 내에서의 학생이나
동료들에 의한 왕따 문제와 같은 일반 괴롭힘에 대하여는 학교나 회사가 보호책임을
다하였는지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권위는 왕따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고 많은 경우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시키
고 있는 상황이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법 제5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
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진정인이 보복행위의 출발점이 되었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치 않고 보복행위만을 문제 삼을 때 이러한 보복행위만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는지
엄격비례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권위가 동일한 판단기준을 채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장
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7) 16진정1056800 사건(이 사건은 진정인이 민간기업인 피진정회사가 법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계기로 기존에 시행하던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여 출생년도별로 순차
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나이차별이라고 주장한 사건인데, 인권위는 피진정회사가 민
간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결정하였다.)
8) 15진정0045900 승무원 채용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 최종적으로 피진정회사에게 나이차별을 시정
하라는 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인권위원들의 다수는 심의과정에서 피진정회사가 차별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않았어도 인권위가 차별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 대하여 입증하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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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명치 않고 설사 조사를 통해 보복행위가 사실로 인정이 되어도 인권위가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19대 총선때 문제가 되었던 기독자유당의 성소
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건도 각하되었으며9), 일반적 노동감시가 차별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위 문제 직원에 대한 노동감시도 사실상 구제를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10)이다.

다. 고용형태차별 구제부분의 공백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고용형태차별 문제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노동위원회법 상 기
간제⋅파견제⋅단시간 노동자들이 고용형태로 인해 받는 차별을 구제하는 차별시정
제도11)와 인권위법상 고용영역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여 구제하는 차별시정제
도가 있다. 최근에는 공공영역에서 고용형태의 변화가 기간제⋅파견제의 감소가 이
루어지면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사내하청업체 노동
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안정성
이 제고되었지만 임금체계나 승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처우차별이 그대로 존속
되어 있고 이로 인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제기가 급증하고 있으며12),
사내하청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유사한 일
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고용안정성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차별 문제제기
가 급증하고 있으며13)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여러
차별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14) 상황이다.
무기계약직들은 노동위원회에서는 무기계약직 차별문제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
고 각하시키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가 원청사업주와의 고용관계
9) 16진정0372000 사건(소수자를 향한 차별선동 등)
10) 예를 들면 노동감시사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자리
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사건이 있을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은 차별사유해당성이 인
정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
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12) 14진정0966200 사건(비정규직에 대한 승진 등 차별)
13) 15진정0899500 사건(병원분원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
14) 15진정0394800 사건(지입차주에 대한 연가 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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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청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책임을 물을 수 없어, 특수고용
직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역시 사용자에 대한 차별책
임을 물을 수 없어 인권위에 대한 진정제기를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형태 차별문제를 인권위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성이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되어
야 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노동자 또는 원청 노동자들과 동일가치노동을 한
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무기계약직,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 신분이 실정
법상 구제대상이 되는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15)이므로 차별시정권고결정까지 이르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16) 또한 현재 우
리사회 상황이 동가치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
서 사실상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프라라
고 하는 것은 동가치노동 입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전업무와 같이 업무형태만으
로 동가치가 직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7)를 제외하고는 노동가치에 대한 분석과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인프
라가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임금체계가 연공급이고 직무
급이 아니어서 현재의 임금체계와 동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에 대
한 구제가능성은 극히 저조한 상황18)이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과제해결 모색에 대하여
앞에서 검토한 인권위 차별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
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재희 책임연구관님께서 지적하신 사적자치를 평
15) 최근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엠비씨 무기계약직 차별사건을 판결하면서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임
을 인정하였으나 법원의 태도가 인정하는 쪽으로 확실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신분을 모두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
근 들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취소소송제기가 활발해지고 있어 인권위 결정이 법원
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17) 15진정0684900 사건(국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차별)
18) 14진정0962300 사건(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등 차별, 특수교육지원 센터 소속 교사와 강사가 사실
상 거의 동일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직경로와 권한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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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반차별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흐
를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방법론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차별영역별 개별입법식의 접근보다 우리사회의
반차별 의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법제정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는 점에 동의한다. 특히 영역이나 사유별 순차 접근은 그 성취 순서와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의 차별체제 유지를 고집하는 진영의 정치적⋅사회적 헤게모니가 촛불에 의해 탄생
한 정권도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키지 못할 만큼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정치권력을 빼앗겨도 사회 속에 뿌리박은 세력의 힘으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차별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몸부림이 필사적이다. 차별체제유지에
관한 한 특정 종교 세력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기득권 세력이 일사분란
하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다. 기업과 인권 법제화 움직임에 대하여 성소수자 문제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모습이나 성소수자 평등 주장자들에 대하여 정치적 소수파인
빨갱이 운운하는 모습에서 기득권 세력의 총궐기 모습을 언뜻언뜻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반차별 진영의 반대를 돌파하면서도 평등의 수준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타국의 평등제도의 진전 역사를 보더라도 그 사회가 가장 몸살을 앓았
던 부분에서의 평등 진전이 그 사회의 전체적인 평등의 수준을 추동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철폐 과정이 그러했으며 유럽의 경우 성차별과 사회
적 신분 철폐 과정이 그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차별제도가 수입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대중의 힘으로 평등을 진전시키는데 다른 나라 역사적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 판단으로는 대중의 개선욕구가 집중되고 평등실현을 이루는데 실제 진
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노력과 병행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타파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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