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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5차 젠더와 입법포럼

PROGRAM
13:30~14:00

|등 록|

14:00~14:20

| 개회식 |
개회사 : 최은순(한국젠더법학회 회장, 변호사)
축 사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ㆍ좌장 :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4:20~14:40

[발표 1] 성희롱 규제 20년 : 법제 발전과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김진(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14:40~15:00

[발표 2]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15:20

휴식

15:20~15:40

[발표 3] 성희롱 규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 : 정의, 제3자 신고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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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폐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최은순입니다.
한국젠더법학회 2019년 공동추계학술대회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에 함
께 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을 비롯한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님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성희롱 규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8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
관 앞에 붙었던 대자보에 가 닿게 됩니다. 실질적인 고용주인 대학 교수의 일상적인
성적 괴롭힘 행위와 그에 대한 불응으로 조교 재임용 탈락 불이익을 받았다는 한 여성
조교의 외침이 담긴 대자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던 때였습
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참조하여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 명명하였습니
다. 피해당사자, 여성단체들과 대학 사회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로 연대하여 6년 여에 걸
친 법적 투쟁과 운동을 하였습니다.
판결을 통하여 성희롱은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권리,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이 확인되었고,

단순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로써 그 예방과 구제라는 관점에서 법
적 규제의 성과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또는 사업주의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 규정을 도입하면서 ‘성희롱’이란 용어를 명문화하였고, 1999

년 2월에 개정·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우리 법제상 최초로 ‘성희롱’을 정의하
고,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등을 비롯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명시하
였습니다. 같은 해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남녀차
별로 규정하고,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넓히는 등의 입법성과를 가
지고 왔으나,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로 성희롱과 차별시정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폐지되
었습니다. 현재는「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사용자 책임
하에 규제한 지 20여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법제의 발전과 관련 판례와 결정례가
축적되면서 성희롱의 법적 개념, 2차 피해, 구제제도의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미투운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및
젠더규범으로 인해 성희롱 피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법과 현
실의 괴리를 목도하였습니다. 성희롱 법제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도입의 취지와
목적인 성차별의 예방과 시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입법지형도 좋진 않으나, 마침 작년에 이어 올해
는 미투 입법과 성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이 논의의 장에서 제
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학회는 공동추계학
술대회로 성희롱 규제 20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그간
법제의 발전 과정과 성희롱 판례·결정례를 통한 성과를 되짚어보고, 성희롱의 정의부
터 구제제도까지 성희롱 규제 입법에 놓인 현재의 법적 쟁점을 논하고 향후 과제를 제
시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성희롱 입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활동해 오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
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발표문을 준비해 주신 김진 변호
사님, 박귀천 교수님, 박선영 박사님과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학
술대회를 공동개최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9. 10. 12.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최은순

축사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3년 10월 18일,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99년 6월 25
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5백만원의 손해
배상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6년 넘는 법정싸움이 이어졌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
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명문화되어 오
늘날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성희롱 규제 20년을 맞
아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를 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은 여성인권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
다. 아시다시피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은 각계각층으로 들불처럼 번지기 시
작해, 피해자들이 부당한 성폭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
연대하며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
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단기준의 변화를 견인해내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더디게라도 성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
한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혐오는 점차
난민, 동성애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하고 있고, 특히 난민과 동성애자 등 소
수자에 대한 혐오는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러 자유로운 의사 표
현의 범주로 포섭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은 간단한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목표를 향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젠더법학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정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함께 더 나
은 2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입니다.
먼저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그리고 한국젠더법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제25차 젠더와 입법포럼 겸 국가인권위
원회ㆍ한국젠더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
사의 공동주최를 위해 힘써주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은순 한국젠더법
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희롱
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다소 더디지만, 나름의 발전
을 거듭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포럼은 성희롱 규제 20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과
법적 개념의 재구조화 등 성희롱 규제 입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촉발된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현주소를 분명히 드러

나게 했고,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 및 노동권 침해까지 야기하는 심
각한 행위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사회는 성희롱이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적 침해라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의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인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요
구하는 현행 규정은 성희롱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갈등 정도로 취급하게
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을 젠더 기반 성적 괴롭힘인 성차별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
습니다. 그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장, 2차 피해와 업무상 불이익 방지 등에 대한 조
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관련 주요 개념들을 정비하고 젠더 관점에서 법률 전반의 틀을 재편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체계의 젠더기반 재구조화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성희롱 규제 법제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
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희롱 규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좌장과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019. 10.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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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성희롱 규제 20년 :
법제 발전과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김진(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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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희 롱 규 제 20년 :
법제 발전과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1. 들어가며
(벌써 11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회고적이기는 하지만) 2008.
11. 12. 한국여성민우회가 개최한 직장 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토론회에서, 민변 여성
인권위원회 빈곤노동팀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입장-1997년 이후 성희롱 관
련 법원 판결례”를 발표하였는데, 이 때 이렇게 썼다.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서울대학교 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시작하여 롯데호텔 여성 직원들에 대
한 성희롱 사건을 거쳐 법리상 발전해왔다. 전자가 성희롱의 개념에서 위법한 성희롱
의 요건을 발전시켰다면, 후자는 사용자 책임 인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도 성희롱의 요건, 사용자 책임 유무를 문제 삼는 다양한 사건이 있었
는데, 구 남녀고용평등법, 구 남녀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위법성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후에는 그 요건이나 위법성에 관한 법리
다툼보다는 사실인정과 사용자책임 인정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 그 후로 다시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
과연 한 사회에서 새로운 규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적용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얼마
의 시간이 지나야 그 ‘흐름’을 논하거나 ‘돌아보는 것’이 가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이제 20년쯤 지났으니 그럴 때도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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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만 해도 정부 정책용역만 11건1)이 발주(온나라 정책연구 검색 기준)되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법제와 판결례의 상세 분석은 이들 연구보고서 중 매우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많아, 전업연구자도 아닌 사람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지난 20년 성희롱과 관련된 법 적용과 법리 발전에서 의미 있
거나 인상적인 법제 발전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법적 담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흐름을 짚어 보고자 한다.

2. 법제의 변천
가. 성희롱의 개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3차 개정 구 남녀고용평등법(1999. 2. 8. 법률 제5933호로
개정된 것)은 다음과 같이 성희롱을 정의하였다.

제2조의2 (정의) …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
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제정된 구 남녀차별금지법 제2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성희롱을 정의하였
다.

1)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검색결과 출처: 온나라 정책연구 www.prism.go.kr-최종방문 2019. 9. 24.)
순번
기관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
여성가족부
외국의 성희롱 판단기준 및 사건처리 제도
3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교육부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정책연구
여성정책연구원
6
여성가족부 언론보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에 대한 묘사 분석
강정한·오창동·이진아
7 일자리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제 연구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교육부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수첩 제작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11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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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
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유사해 보이지만 다소 혼란을 주는 두 법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2001. 8. 14. 남녀고용평등법 제4차 개정에서 이를 수정하였고,2) 이 규정은 이후 문구
수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2조 (정의) …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
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차별에 대한 구제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서 2005. 3. 24. 구 남
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되었고, 같은 해 7. 29.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구 남녀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성희롱 개념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 역시 그 위치와 체계를 조금 바꾸기
는 했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2조 (정의) …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
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같은 해 12. 29. 구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성희롱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
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 7. 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이
후에도 (가. 나 목으로 나뉘어 분설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 김엘림 교수는 “남녀차별금지법이 고용뿐 아니라 교육·재화·시설·용역 등에
서 성희롱을 규정하면서 그 피해를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한 것이 입법적 오류였고, 당사자 범위가 제
한되어 있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만 해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념을 수정하고 남녀차별금
지법 개념은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김엘림a, “성희롱의 법적 개념의 형성과 변화”, 젠더법학
제6권 제2호(통권 제11호),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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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성희롱에 관한 법제
「아동복지법」과「노인복지법」과 같이 특수한 피해자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ⅰ) 성희롱의 예방과 방지, ⅱ) 분쟁처리와 구제,
ⅲ)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내용을 하고 있는데, 주요 현행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남
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3)의 변천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녀고용평등법
처음 성희롱 개념이 도입된 제3차 개정 구 남녀고용평등법(1999. 2. 8. 법률 제
5933호로 개정된 것)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와 적정한 조치, 그리고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제8조의 2 단 한 조문으로 신설하고, 적절한 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
태료를, 불이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정하였다.

제8조의 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이 밖에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명예고용평등관에게 상담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남녀고용
평등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근로자가 성희롱 관련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5조, 2005. 12. 30. 개정 전에는 ‘고충처리기관’이었으나, 개정으로 노사협
의회로 변경)는 규정도 있으나, 검토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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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 ② 사업주가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성희롱과 관련된 규제의 체계는 2001. 8. 14. 이루어진 제4차 개정(전면개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제2장에 제2절을 신설하고,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일반 규정(제12조)과
예방(제13조)·발생시 조치(제14조) 등에 관한 규정을 차례로 두고, 사업주가 직접 성
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 규정도 정비하였다. 또한 이
때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조치의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제34조도 신설되었다.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
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
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제37조 (벌칙) … ②사업주가 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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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5. 12. 30. 제6차 개정에서는 예방교육 위탁에 관한 제13조 제2항을 제13조의
2로 변경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14조 제2, 3항을 통합하여, 성희롱 피해 주장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② 삭제 <2005. 12. 30.>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름을「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후 2007. 12. 21.
제8차 개정에서는 고객 등 업무 관련자의 성희롱 방지와 관련하여 제14조의 2를 신설
하고, 과태료의 제재를 규정하였다.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
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
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과태료) …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4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014. 1. 14. 제16차 개정에서는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제13
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나,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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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
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가 문제되는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2017. 11. 28. 제20차 개정에서는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 및 사업주
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재로서 벌금 상한도 2
천 만 원에서 3천 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비밀누설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되
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
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
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
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
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
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
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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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
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
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
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
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
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처음 ‘성희롱’ 개념이 도입된 2005. 12. 29.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서는 개념 정의
규정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의무와 방지 조치 의무가 신
설되었다.

제17조 (고용평등)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
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
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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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항은 2008. 6. 13. 개정에서 변경되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점검 권한이 추가되
었다.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
(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013. 12. 30. 개정에서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
었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에 관한 제25조에 ‘성희롱’이 추가되었다.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제25조(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
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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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4. 5. 28. 전부개정으로 이름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면서, 성희롱 관련
규정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거의 같은 규정으로 각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에게 방지 조치
를 의무화하는 제31조(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징계요구
권과 경영평가 등에 반영을 요구할 권리(제5, 6항)가 신설되었다. 시책 마련(제30조)이
나 실태조사(제32조)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2018. 12. 18. 개정에서
보고·계획 의무가 추가된 것 외에,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
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
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
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위에서 본 것처럼 2005. 7. 29.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구 남녀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성희롱 개념 규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포함되면서, 성희롱 행위는 국가인권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제30조). 이후 문구 수정이나 항목 구분 외에 특
별한 개정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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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남녀고용평등법은 개념 규정을 다듬거나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변화를 제외
하면, 성희롱 관련 법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예방과 방지 의무와 신고·피해자
보호 의무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벌칙이나 과
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체계를 일관되게 취하여 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에 적용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예방과 방지 의무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별도로 적
절한 조치 의무나 신고·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어, 검찰 내 성희
롱이 문제되었을 때 (일반법으로서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해서) 검찰총
장의 의무 유무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개념의 추가나 신고·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구
체화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나 2차 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4)되면서 이루
어진 개정으로 의미가 작지 않으나, 현실적 실효성이 높아졌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
았다는 생각이다.

3. 주요 판결례의 흐름
성희롱 관련 판결례는 유형별로 보면 크게, ⅰ)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 ⅱ) 행정기
관을 통한 구제절차 진행 결과에 대한 불복 사건, ⅲ)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
이익(징계·해고)을 다투는 사건, ⅳ) 성희롱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공격(역 고소, 역 손
해배상) 사건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5) 이를 쟁점별로 보면, ⅰ) 성희롱의 성립요건
에 관한 것(개념, 당사자, 지위이용 및 업무관련성, 성적 언동, 성적굴욕감 또는 고용에
서의 불이익), ⅱ) 성희롱 발생 신고(고지)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에 관한 것,
ⅲ) 성희롱 피해(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것, ⅳ) 피해구제신청 요건 등 절차에 관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그동안 2차 가해 또는 불이익 조치에 관한 여러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었으나 2017. 10. 가구업체 H사
와 H카드에서 성폭력(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조직적 2차 가해 사실이 문제되면서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5) 그 밖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2018. 3. S 자동차회사 임직원들의 경우(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고단
1046호로 제1심 공판 진행 중)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기소·판결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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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주로 쟁점을 위주로 정리하되, 가급적 법원을 통해 문제된 시간적 순서
를 통해 주된 쟁점이나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가. 법제화 이전: 판단기준과 책임
잘 알려진 것처럼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법제화되기 이전 “서울대 신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위법한 성적 행위의 판단 기준과 책임을 먼저 인정하였다. 이 사건 1심법원
은 ‘성희롱’이라는 표현 대신 ‘성적 접근 및 언동’이나 ‘성과 관련한 성적 언동’이라고
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그 근
로자의 임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그 상대방
이 몹시 불쾌감과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불쾌하고 열악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
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
등은 근로자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 및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서 보장되고 있는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서
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판결)”라고 하여, 성희롱의 법적 개념
과 쟁점을 거의 모두 언급하였다. 이 사건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은 ‘성적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적인 요
건을 설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준
을 제시하였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6)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
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
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
6) 이 밖에도 입법 전 하급심으로 노동조합을 압수수색하던 경찰관이 여성조합원에게 위법한 신체접속을
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성적 접촉행위인 이른바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피고 주장처럼 가
해자의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충족시킬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압수수색의 직무집행행
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배상책
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서울지방법원 1998. 4. 30. 선고 97나51543 판결 :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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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
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
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
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1~3심 법원 모두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교수의 연구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할 수 없고, 원고와의 고용계약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
장되는 등의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끼
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총장과 국가의 사용자책임은 부인하였다.

나. 성희롱 성립요건
1) 당사자 적격과 업무 관련성
남녀고용평등법과 구 남녀차별금지법의 개념 규정이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두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성희롱 당사자(행위
주체와 피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로 문제되었다. 교육 도중에 성적 발언을
한 외부 강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한 건강보험공단 성희롱 사건,7) 연수
원 매점 임차인을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춘 것이 문제된 신용협동조합 연수원장 성희
롱 징계 사건,8) 직능단체장 면담시 가슴을 만진 것도 ‘포괄적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고 한 제주도지사 사건,9)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희롱 사건10) 등이 알려져 있다.
업무관련성과 관련해서는 ⅰ)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 아
니라 이와 관련된 행위 전반에 대해 직장 내외·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고
7)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항소심);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
결(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누17708 판결(파기환송심).
8) 대전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2675 판결.
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 법리적으로는 여성이 행위자이고 남
성이 피해자인 성희롱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당시로서는 화제가 되었다. 행위자가 여성인 것은 아니
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이후에도 드물지 않게 있었는데, 이는 주로 동성간 성희롱에 관한 것들
이었다(대전지방법원 2012. 10. 21. 선고 2011구합43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
구합2285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9. 24. 선고 2015가합100661 판결 등). 이들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선화, “하급심 판결에서의 성희롱 개념 판단에 관한 검토”, 젠더법학 제8권 제2
호, 14~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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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호텔 사건 1심 판결),11) ⅱ) 업무관련 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이거나(L호텔 사건 1심 판결) ⅲ)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할 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
에 포함된다고 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2005두13414 - 도지사 직능단체 면담
사건).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성간의 성희롱 성립여부에 관한 결정(06진차266), “행위자
가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제한 내지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사용자개념을 연구소 고문 등에도 확대한 결정(06진차
606), 학생·학부모·학원 수강생·프리랜서 등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된다는 결정(05진차470, 06진차182, 06진차10, 09진차
1091, 10진정600, 10진정480800) 등이 있으며, 회식 직후 귀가길이나 출근길에서 일
어난 경우에도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거나(08진차974) 업무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여(06진차401, 07진차1100) 업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하여 왔
다.13)

2) ‘성적’ 언동
‘성적’ 언동에 성성(sexuality, 성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형화된
성별 분리관념(sex-stereotyping)을 포함한 성에 기반한(sex-based) 것까지 포함할 것
인가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14)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구별을 하지는 않
으면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라는 법문의 해석에만 집중하
면서 이른바 “회식자리 교사 술따르기 사건(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
결)”의 다음 기준을 반복적으로15)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현재 하급심
판결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16)
11)
12)
13)
14)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7462, 서울고등법원 2003나1436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최은순, “직장내 성희롱의 사건처리 현황과 입법과제”, 젠더법학 제4권 제2호, 71면.
최은순, 위의 글, 65~67면 참조.
김엘림a, 위의 글, 41면 이하; 최은순, 위의 글, 72면 이하; 김선화, 위의 글, 12면 이하 ; 최윤희,
“직장 내 성희롱법리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55권(2018. 10.), 528면 이하 – 이 글에 따르면 미국
에서는 법원이 홉킨스 사건(Price Waterhouse v. Hopkins, 400 U.S. 228, 1989)에서 성의 정형화가
민권법 제7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의 주요 유형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한 것을 계기로, EEOC가
여러 사건에서 “성 정형화가 성차별이며 이러한 성차별이 피해자로 하여금 괴롭힘을 유발한다면 성희
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한다.
1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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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
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
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
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
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다.17)

이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법문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성성(sexuality)’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는 견해18)도 있
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회식자리 교사 술따르기 사건”을 법원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본
근거를 여기에서 찾는 견해19)도 유사한 듯하다. 고용노동부의「직장내 성희롱 예방대
응 매뉴얼(2018. 12.)」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성성(sexuality)으로

16) 김선화, 위의 글, 4면 – 다만 모든 판결이 다 그런 것은 아니어서 위 “도지사 직능단체장 면담 사건”
에서 1심 법원(대법원은 ‘업무관련성’ 부분만 판단)은 “성적 언동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
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경우”라고 하여 ‘성적 의미 내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7) 이러한 판시를 위 95다39533 판결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ⅰ) ‘성적 표현행위’가 ‘성희롱’으로 바뀌었
고, ⅱ) 현행법상 명문의 성립요건으로 들어간 ‘성적 언동’의 의미를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
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풀이하는 부분이 추가되
었으며, ⅲ) 판단에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연령’과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가 빠지고, ⅳ) “사회공동
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변경된 것이다. 이 판시가 최초로 포함된 “회식자리 교사 술따르기 사건(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의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구합
23387 판결)이 “ … 여자교사들이 여성이므로 유흥 또는 주흥을 위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언행을 할 것이라기보다는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
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이라고 하였음을 지
적하며, 대법원 판결 판시에서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가 빠지고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이라는 구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가해자의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를 참작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 ”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최은순,
위의 글, 75면).
18) 김선화, 위의 글, 12면.
19) 최은순, 위의 글, 76면 ; 최윤희, 위의 글, 527면.

18 국가인권위원회·한국젠더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5차 젠더와 입법포럼

못 박고 있다(15면).

그러나 설령 성희롱에서 말하는 ‘성적 언동’이 모든 정형화된 성별 분리관념
(sex-stereotyping)을 포함한 성에 기반한(sex-based)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반드시 그렇게 좁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성적’이라
는 것은 ‘성행위와 관련되는(relating to the activity of sex)’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
물학적) 여성·남성이 되는 성질과 관련되는(relating to being male or female)’이라는
의미도 있는데,20)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의 반영을 통한 고
용영역에서의 성차별적 형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성적 언동’을
좁은 의미의 ‘성성(sexuality)’과 관련된 언동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시에서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
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고 하여 성행위 관련성과 신체적 특징 관련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고, 하급심 판결 중에도 ‘생리’에 대한 언급을 성희롱으로 판단하면
서 “생리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남자 상사나 남
자 동료와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대화 상대방이나 장소에 따라 그 용어 사용에 특
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21) 국가인
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중에도 “더럽고 못생기고 마음씨도 악랄하며 시궁창 냄새나는
여성과는 살지 안는다”는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한 사례(13진정0305700), 둔부를 손으
로 치거나 그렇게 뚱뚱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례(13진정
20) https://dictionary.cambridge.org (최종 방문일 : 2019. 9. 25.)
21)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5535 판결 – 김선화, 위의 글, 13면에서 재인용; 여러 다
른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가 처녀라 냉이 나오면 안 돼서 방석도 사줬다”는 발언이 여성
들조차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곤란한 민감한 부분으로 그 자체가 여성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성적 굴욕
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성적 언동이라고 한 “대형마트 수납팀장 성희롱 사건(서울행정법원 2006. 9.
12. 선고 2006구합93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6누2733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921 판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발표 1] 김진 - 성희롱 규제 20년: 법제 발전과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19

910200), 데이트를 해주면 보증을 서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례(14진정430100), 매
출이 안 되면 몸이라도 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례(14진정754600) 등을 보면 좁은 의
미의 성성(sexuality)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성적 언동으로 인정되었다.

3) ‘평균적 사람’기준
위에서 본 것처럼 법원은 “회식자리 교사 술따르기 사건”에서부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판시
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의 판단 기준으로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07
진차85456 외)과 ‘일반 여성의 합리적 관점’(05진차47057 외),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09진차24558 외)을 제시하고 있
다.22)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관점)’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합리적 인간기준(reasonable person standard)’이 ‘합리
적 여성기준(reasonable woman standard)’으로 발전해 간 일련의 판례 법리가 있다고
하지만,23) 우리 판례도 법문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24)의 의미
를 ‘상대방(피해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라는 조건을
붙여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같은 상황 또는 처지(성별뿐 아니라 계급, 지위,
나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험 등)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25)

4) ‘차별행위’ 또는 ‘차별적 처우’와의 관계

2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 2012, 63면.
23)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양현아,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
호, 220면 이하.
24) 김엘림a, 위의 글, 42면은 “현행법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라는 문구가 매우 주
관적이고 모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희롱이 성립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25) 권김헌영은 '합리적 여성' 관점이 최초로 적용된 앨리슨 대 브래디 판결(ELLISON v. BRADY 924
F.2d 872 9th Cir. 1991)을 인용하여, ① 성별에 따라서 특정 행동에 대한 관점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② 합리적 여성이라면 충분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인가라는 기준으로
하되, ③ 유별나게 예민한 피고용인의 특이성을 배려할 필요는 없으며, ④ 기대와 맥락에 따라 가변적
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 권김헌영,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
력상담소 토론회(2017. 5. 17.) 자료집, 55면.

20 국가인권위원회·한국젠더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5차 젠더와 입법포럼

구 남녀차별금지법에 있었던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는 규정이 2005. 7. 29. 국
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는 빠져 있는 관계로, 인권위 이관 직후 성희롱이 별도로 ‘차별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
남녀차별금지법
(2005. 3. 24. 폐지 전)

인권위법
(2005. 7. 29. 개정 전)

인권위법
(2005. 7. 29. 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제30조 … ② 평등권침해

제2조 (정의) … 4. "평등권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함은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행위를 말한다.

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가족상황,

피부색,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는 행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성적(성적) 지향, 병력(병

나.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

·상업시설·토지·주거시

차별행

말한다. …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위

2. "성희롱"이라 함은 업

를 말한다. …

하여 …

성희롱

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1. 고용 … 에 있어서 특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

의 정의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기관에서의 교육·훈련 …

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라. 성희롱 행위

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하는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2.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단·상업시설·토지·주거

공기관의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

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

있어서 …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

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

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1.

"남녀차별"이라

인종,

재화·용역·교통수

재화·용역·교통수단

종사자,

사용자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제7조 (성희롱의 금지등)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

… ④성희롱은 남녀차별로

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

본다.

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진정·

제21조

(남녀차별사항의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

조사의

시정신청등) ① 제3조 내

상) ① 다음 각호의 1의

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근거

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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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은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위원회에 이 법에 의한 시

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 있다. …

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

있다.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사

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

인)에

우

당한 경우

의하여

차별행위를

성적 추문 유포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법원이 구 남녀차별금지법과
인권위법을 비교하여 “2005. 3. 24. 이전에는 구 남녀차별금지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성희롱 행위는 곧바로 남녀차별행위로 간주되었으나, 2005. 3. 25. 부터는 적어도 법
규정 자체에 의해 모든 성희롱 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적 추문의 유포에 대해 피고가 무조건적으로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
다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
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될 것이어서 피고가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
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고, “인권위법 제2조 제4호의 문언에 따라 엄격
하게 해석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
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
461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누27259 판결). 이 논리는 성희롱에
는 ⅰ) 차별행위인 성희롱과 ⅱ) 차별행위가 아닌 성희롱의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구
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후자의 “차별행위 아닌 성희롱”까지도 “남녀차별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인권위법에서는 그러한 간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의 성희롱”에 한정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매우 형식
적이고 근거 없는 분류일 뿐 아니라, 형식적인 문언만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할 까
닭이 전혀 없었다. 다행히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
으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
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
유로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26)”이라고 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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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의 책임
법정에서 최초로 문제된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대학
총장과 대학측(국가)의 사용자책임이었던 것만큼, 성희롱 가해자의 사용자책임도 반복
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초기 상당수 사건은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과 같은 논리로 “개인적 성향에서
파생된 은밀한 행위이며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외관상으로도 직무권한 내 행위로 인
정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자가 알았다거나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는 등 귀책사유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7)
사용자책임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초기 사례는 “L호텔 관리
자의 성희롱 사건”28)이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을 기준으로 성
희롱의 계기(회식, 체육대회)를 구분하고 ‘일반적인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 유무
를 구분하여 일부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가
해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고용계약관계의 부수
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용자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다소 혼란스러운 판시를 한다.29)
26) 다만 이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언행이 성희롱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
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잘못은 판결 결과
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 7. 12 선고 99가합159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2. 7. 2 선고 2001가단
557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가합1370 판결 등 –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건들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구조는 유사하다. 이들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분석은 김엘림b,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 책임론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젠더법학 제8권
제1호, 105~107면.
28) 서울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3나1436
판결, 대법원 2004. 5. 17. 판결 2004다1501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29) 김엘림b, 위의 글, 112면은 사용자책임을 ⅰ) 사용자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 ⅱ) 사용자의 배상(대위)
책임, ⅲ)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나누면서 이 사건 판결이 ⅱ) 사용자의 배상(대위) 책임에 해
당한다고 보는 반면, 김태선,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민사법학 제84호(2018. 8.), 116면은 “종
래 판결들은 회사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해 왔고, 회사가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근거로 한 책임을 지는지를 주로 따
져왔다”고 한다. 김태선 교수는 이처럼 가해자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판례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외형이론’이라는 법리에 따라 판단해 왔는데, 성희롱 행위는 그 직무범
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
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외형이론은 원래 피용자와 거래
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용자의 행위가 거래적 불법행위가 아닌 사실적 불법행
위의 경우 그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적 불법행위의 경우 … 애초부터 외관상으로도 그 행
위가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거래적 불법행위에서 사용자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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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제가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 … (2) 사용자의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가 미치는 범위 등
(가)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
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개정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고
(위 95다39533 판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뿐만 아니
라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와 관련된 것에까지 미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한 공식적인 회식이
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

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료 직원들 간의 사사로운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부서 내 회식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또한 회사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어
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
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
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위
95다39533

판결), 그렇다하더라도 회사의 구조적인 특성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안 사실만을 회사가 안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적어도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
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회사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그가 불법행위 당사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판결 등 참조),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대
외적으로도 회사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령 이사 이상의
임원 등이나 독립된 한 부서의 책임자인 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알았
다면 회사로서도 그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공개적인 회식자리나 야유회 등에서 스스로 성적인 언동을 하였거나 회
식을 주도하는 근로자들의 공개적, 집단적 언동으로 그 회식의 내용, 분위기가 일상생활에서 용
인되는 범주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
르렀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미리 예방하지 못하였다면, 피고 회사
로서는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성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의 신뢰는 애초부터 문제될 수 없으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의 성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판례 역시 강간, 폭행 등의 사실적 불법행위에서 가해행위의 시간
적 장소적 근접성, 사무수행과의 연관성, 가해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바 있
다, 따라서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종래 법원의 태도는 이러한 사실적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 태
도와도 불일치하여 사용자책임을 매우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같은 글,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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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몇몇 하급심에서도 반복되었으나, “아동복지시설 원장 성희롱
사건” 대법원 판결30)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고, 이후에도 성희롱 발생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하여 사용자책임 주장을 배척한 하급심 판
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31) 대체적으로 이후 판례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
에 관한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기준으로 계속 채용되었다고 평가된다.3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
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
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
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896 판결 참조).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
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
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
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해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인정하는 법리가 정리됨과 동시에, 남
3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이 사건도 엄밀히 말하면 강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관한 것이다.
31) 구미영,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노동법연구 제44호, 10면 – 이 글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는, 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관리소장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식적 회식이 아닌 자리라는 이유로 관리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
인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9917 판결 : 확정)와 ⅱ) 사내하청의 조장이 근무
시간 외의 시간대에 문자나 통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 문제되었는데, ① 직무와 무관한
시간으로 보이는 토요일(휴무일인지는 불명이나 사적인 휴대전화로) 또는 한밤중에, ② 근로 장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곳에서, ③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수단인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하여, ④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인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 판결 : 확정)이 있다고 한다.
32) 김태선, 위의 글, 118~119면, 구미영, 위의 글, 10면 이하에서 인용하는 “R 자동차 성희롱 사건” 항
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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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고용평등법 등이 정한 사용자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에 대한, 사용자 본인
의 책임(민법 제750조)을 인정하는 사례도 축적되었는바, 이에 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라. 법령상 의무(예방 및 적절한 조치)와 그 위반의 책임
성희롱 규제가 법제화되면서, 법령상 사업주에게는 ‘예방(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과
‘성희롱 발생시 조치 의무(제14조, 제14조의 2)’라는 두 가지 법적 의무가 명문화되었
다. 이 중 ‘성희롱 발생시 조치 의무’는 다시 배치전환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제4항)와
징계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항), 그리고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
지의 부작위 의무(제6항)로 나뉜다. 판례에서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 조항은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에서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1) 행위자에 대한 징계
성희롱에 관한 우리 법제가 직접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징계 등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매개로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를 행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따
라서 회사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그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
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33) 초, 중, 고등학교나 국립병원 등 국가공무원법이 적용
되는 공간 또는 군대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34)
33) 업무회의와 회식 중 행해진 성희롱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한 서울행정법
원 2006구합35916 판결, 성희롱을 이유로 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 1482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으로 확정), 상급자의 강제추행 현장에서 성희롱을 한 하급자에 대한 해고는 무
효라고 한 대전지방법원 99가합11919 판결(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 대학교수의 성적인 언동이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 해임이 정당하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9553 판결(서울고
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누20374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간호사들에 대한 음담패설 의사에 대
한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한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4750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4나
23198 판결에서 확정) 등.
34) 정지원, “성희롱의 법적개념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젠더법학
제2권 제1호, 187면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58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
10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2002두757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2003다260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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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은 워낙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단정하기는 어
렵다.
대법원은 “S카드회사 지점장 해고 사건”35)의 판시를 통해서 징계양정의 중요한 기
준이 고용환경 악화에 있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였고, 이 때에도 ‘상대방(피해자)과 같
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
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
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
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36)

3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36) 이 판결은 이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이 원고에 대한 해고
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들고 있는 논거{이는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에서 성희롱행위자가 매
우 흔히 하는 주장(변명)이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같이 종종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주장(변명)이다}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를 주목할 만하다. (1) 먼저, 항소심이 “이
사건 성희롱행위 중 많은 부분이 특정일자 회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원고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들뜬 상
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여직원들에게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된 것”을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
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성희롱 행위가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성희롱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다수성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다음으로, 항소심은 성희롱 행위자
의 현저한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로 “성희롱이 그 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
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을 들고 있으나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 된 후 1999. 2. 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성희
롱은 (항소심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
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이 왜곡된 사회적 인습을 타파하고 잘못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
한 것에도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인습과 문화, 태도를 책임 회피의 이유로 제시하
는 성희롱 행위자의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성희롱 행위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특별한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법원 역시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판단이다. 일반
적으로 징계양정기준에 징계대상행위의 고의/과실, 중과실/경과실의 구분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미리
정해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이 판결의 태도에 의하면, 남녀고용평등법(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이 신설된 지 약 20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성희롱
행위자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3) 그리고 항소심이 “원고(갑)의 성희롱이 지점을 책
임지는 관리자로서 나름대로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여 직장 내 일체감과 단결을 이끌어낸다는 의
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한 반면, 대법원은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
의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
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
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일반론을 설시하였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중 직장
동료보다 직장 상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성희롱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중 상당수가 사업주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다.

[발표 1] 김진 - 성희롱 규제 20년: 법제 발전과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27

2)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법원은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
은 채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원고의 퇴직이라는 양보와 희생을 통한 부적절하고 불공
평한 방법으로 직장질서를 유지하려 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초기 남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판결,37) 피용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행위의 발
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
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나아가 오히려 불
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S
전기 사건 판결38) 등을 통해 이러한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 – 예컨대 예방 의무 위반은 성희롱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으로 통상 행위자(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공동하여(부진정연대 책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성희롱 발생시 조치의무에 대해서는 의무의 수범자인 사업주가 단
독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성희롱 조사자나 인사 담당자와 같이 그러한
사업주의 조치 과정을 보조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도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 책임들 사이의 관계, 법령상 의무와 종래 판례에서 (피해자의 사용자
로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 이 없지는
않지만, “R자동차 성희롱 사건”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
나2003264 판결)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법리가 검토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제2, 3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를 직장 내 성희롱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의 사무에는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주로 피해 근
로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자행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
여는, 동료 근로자나 단순 상급자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는 설령 사업주로부터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
3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항소심에서 합의 취하).
3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15. 선고 2008가합5314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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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은 규범적으로 그가 수행하
여야 할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항소심)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그 개인사업체를 경위하는
개인, 법인사업체의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만 놓고 보면, 법인
사업체의 경우 그 대표자나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로 총칭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이하 ‘불리한 조치’로 총칭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7조에서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주자가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8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의 경우 사업주인 당해 법인은
물론 그 대표자, 그리고 그 불리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임직원 또한 남녀고용평등
법 제14조 제2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항소심)
피해근로자 본인이 아닌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그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은 아니지만,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법익
이 침해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하였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사
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
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
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조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정한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위 헌법 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
등법의 입법 취지와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 등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
아야 한다. 조사참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가해자
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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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위와 같은 언동으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 등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
고, 이는 결국 피해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것조차 단념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사참여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마. 사실인정의 문제 – ‘피해자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주로 법리적 쟁점을 위주로 판결례를 살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성희롱 관련 사건을
조사하거나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사실인정의 문
제이다. 성희롱의 특성상 행위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 기타 객관적 증거가 없기 마련인데, 행위자가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
술이 유일한 증거일 수밖에 없어 사실인정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증명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제30조)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증명책임 분배 범위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분쟁의 직접 상대방이 사업주가 아닌 경우
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에서, 성희롱 행위 이후 학생들의 행동(긍정적 강의평가, 수강 계속) 등을 근거로 신빙
성을 부인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이「양성평등기본법」제5조 제1항을 인용하여 ‘성인
지 감수성’을 심리원칙으로 밝혔다.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
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
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
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
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
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39)

39) 이후 이 판시는 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과
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에 그
대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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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에 갈음하여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성희롱에 관한 법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쫓아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해 왔다. 법원 역시, 현실에서의 문제에 대응하며 다
양한 문제들에 대응하였고, 많이 부족하고 더디기는 하지만 판례 법리는 분명 발전해
왔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실체를 포착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하여 행위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에 집중하였던 입법은 피해자 보
호와 장래를 향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 증명책임
전환을 통해 사실인정의 벽을 넘는 것만큼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자 관점을 사실
인정과 판단기준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까지 판례 법리도 더 깊어졌
다. 법문에는 없지만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
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판례를 보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희롱 피해자가 말
할 수 있는 사회, 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사용자를 넘어 이제는 “성
희롱 피해자의 좋은 동료 되기”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앞으로의 10년,
20년, 더 역동적인 국회와 법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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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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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방안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1)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주로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2)
1998년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사건에서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고,3) 이후 사용
자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다.4)
* 이 글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법학회, 2018 및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 및
예방 강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의 일부 내용
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각 구제기관별 구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18, 79쪽 이하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희롱의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4) 서울지법 2002. 10.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L호텔 임직원들이 여성근로자들에게 가한 집단적
성희롱이 문제되어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가해자와 L호텔이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8가합5314 판결(상사
에 의한 하급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조치가 문제된 사건으로, 법
원은 회사가 미리 성희롱을 예방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위자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회사가 피해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을 인정하여 회사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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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
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4조 제2항을 직접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주
가 피해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
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
로자는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
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5)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
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성희롱에 대한 억제효과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정도의 적정
성 등도 문제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는 한
계가 있다.
한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
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
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경우 사용자의 배상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2항).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기간제법상 배상제도 규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부가배상 명령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12.26.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은 노동위원회
에 성차별 권리구제절차를 신설하고,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
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안
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희롱 규율 시스템 하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별도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한편, 이 판결의 파기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76631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 파기 환송심 법원은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
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성
희롱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점, 원고를 도와 준 동료 근로자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한 점 등을 그 이유로 설시하였다(김태선,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민사법학』제84호, 한국민사법학회, 2018, 1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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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지 기타의 배상제도 도입이 타당한지,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도입시 배상금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Ⅱ. 관련 법안 및 해외 법제
1. 관련 계류 법안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해 근로자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의 손배배상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였을 경우 피해 근로자
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자 2018. 4. 23.
○ 의안번호 13196
개정안 제4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의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고의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3. 제14조제2항·제3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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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행위의 유형 및 기간·횟수 등
4. 사업주의 재산 상태
5.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자 2018. 4. 11.
○ 의안번호 13008
개정안 제14조의3(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및 시정 등) ① 피해근로자는 제
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하 “불리한 처우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노동위
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불리한 처우 등이 있었던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4항·제6항, 제14조의2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안 제14조의4(조사·심문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
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
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
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안 제14조의5(조정·중재)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4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 당
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
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
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불리한 처우 등
의 구제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
다.
④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중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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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조정·중재의 방법,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관
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안 제14조의6(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4에 따른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불리한 처우 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불리한
처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제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5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의 내용에는 근무장소의 변
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원직복직, 근로환경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
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안 제14조의7(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
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
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
다.
개정안 제14조의8(구제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구제명령
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기타 법안6)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6) 김은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
한 성평등포럼 자료집, 2018. 11. 1., 65~68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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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2004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위원
회에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한바 있고, 이후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3배 재량 증
액 형식인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현행법상 도입되어 있다.
<표 1>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시기

법률명

책임주체

2011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

20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비고

사용자

차별적

20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20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

2015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2016
20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처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공급업자

<표 2>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계류 법안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징벌적

2000283

배상법
안

대표발의
제안일자

2003400

상에
관한
법률안

관련조문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

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

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

박영선의원

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

록 함(안 제7조)

2016.6.16.

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

-사용자

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자 함

지도록 함(안 제8조)

등

전보배상외에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

징벌적
손해배

주요 내용

민사상 소송특례로 다양한

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

금태섭의원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

록 함(안 제6조)

2016.11.8.

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대기업 등은 매출액에 100

하고자 함

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안 제7조)

[발표 2] 박귀천 – 직장내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방향 39

-사용자 등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징벌적

2006302

배상에

박주민의원

관한

2017.3.21.

법률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2배로 함(안 제4조)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함으로써 불법행위 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

손해를 가한 자는 제한 없

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는 징벌적 배상책임 인정

하고자 함

(안 제5조)
-징벌적 배상액은 3배 이상

2011년 도입된 징벌적 손해

징벌적

201569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도록 함(안 제8조)
-배상액 한도를 전보배상의

배상에

표창원의원

배상 제도가 당초 입법취지

관한

2018.9.20.

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

법률안

록 함

10배 이내로 함(안 제5조)
-사용자 등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6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성폭력가해자에 대하여 손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

해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성

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

폭력 예방 및 가해자에 대

해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한 제재강화 방안 마련하고

손해배상

자 함

제7조의4 신설)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피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고

해구제의 적용범위를 확대

의성이 현저하거나 장기간

하여 입법사각지대를 보완

반복된 경우로서 성차별·

김상희의원

하고, 체계적 구체적 구제절

성희롱피해자에게

2018.3.26.

차를

성차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별·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실효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

성을 높이고자 함

조)

보호

2012559

등에

윤종필의원

관한

2018.3.20.

법률
일부개

제도를

도입(안

정
법률안
성
차
별·
성희롱
의 금지

2012683

와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함으로써

손해가

2. 해외 법제
이하에서는 미국 및 독일의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미국과 독일은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인 비교법적 연구대상 국가이기도 하지만, 특히 미국의 경우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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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차별 관련 법리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법적 연구의 의미가 있고, 독일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유사하다는
점, 성희롱·성차별 관련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비교적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우리와 비교할만한 의미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1) 미국7)
1) 근거 법률
미국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대중화된 것은 1975년 Lin Farley에 의
해서였다. Lin Farley는 1974년 코넬 대학에서 여성과 일에 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
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유형화한 것이다.8) 법원은 1976년 Williams v. Saxbe 사건에
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남성 관리인의 성적 접근이 한쪽 성에 대해서만 고용상 장벽이
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판시하였다. 또한 1980
년 EEOC는 성희롱을 정의하는 지침을 발행하면서 성희롱이 1964년 시민권법에 의하
여 금지되는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후 1986년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최초로 성희롱을 시민권법 제7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하였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 책임의 수준 및 일정한 발언
또는 행위가 그 자체로 “적대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1년 시민권법은 성차별 또는 성희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여성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즉, 미국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해 규율하는 근거법률인 시민권법 제
7편은 1991년 개정에서 보상적 손해(compensative damages)와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법하고 고의
적인 차별행위(unlawful intentional discrimination)인 경우에 보상적 손해와 징벌적 손
해배상을 연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9)
7) 박귀천·박은정·김미영·김진·민대숙·신수정,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 및 예방 강화 방
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71쪽 이하의 내용을 중심
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8) Catharine A. MacKinnon, Reva I. Siegel, Directions in Sexual Harassment Law, Yale University,
2004, p. 8
9) 42 U.S.C.§1981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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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 징벌, 예방, 교육
1991년 시민권법 제7편에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상
적 손해배상과는 다른 법적 성격과 목적이 강조되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위법행위의 징벌, 예방 그리고 교육(또는 위하효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는데,
즉, 복수를 대신하는 수단이 되면서 불법행위자 징벌과 유사한 불법행위의 억제였다.
예컨대 Holmes대법관은 “만일 법이 돕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법의 외부에서 복수심을
충족할 것이며, 법은 그 열망(복수심) 자체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고,
그래서 사적 복수(private retribution)라는 더 큰 악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그 취지가 드러난다.10)
3) 구제기관: 고용평등위원회(EEOC)
EEOC가 손해배상액을 재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
지 않지만, 이 문제는 Jackson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사건11)을 통해 EEOC
도 차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EEOC의 손해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임신을 포함), 종교,
장애 또는 유전적 정보에 기초한 고의적 차별에 관한 사건에서는 전보적 및 징벌적 손
해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전보적 손해배상은 차별로 야기된 직접적 비용(구직 또는 치료비와 관련된 비용와
같은 것들)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것 및 피해자가 입은 모든 정신적 고통(정신적
분노, 불편 또는 삶의 즐거움의 상실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것
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특히 악의적 또는 부주의한 차별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를 벌하기
위하여 내려질 수 있다. 전보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상한이 있는데, 사용자의 규모
에 따라 피해자 1인당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10) Joseph A. Seiner, The Failure of Punitive Damages in Employment Discrimination Cases: A Call
for Change, 50 Wm. & Mary L. Rev. 735 (2008).
11) E.E.O.C. No. 01923399, 93 F.E.O.R. 306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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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5~100인의 경우, $50,000
∙ 근로자 101~200인의 경우, $100,000
∙ 근로자 201~500인의 경우, $200,000
∙ 근로자가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 $300,000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과 해석
시민권법 제1981a조 (b)는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의 요건과 입증책임에 관해서 정하
고 있는바, 사용자가 악의(malice) 또는 중대한 부주의(reckless)가 있어서 차별행위를
했고, 그것을 청구인이 입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악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를 입증하는 방법과 그 정도에 관해서는 연방법원
판결 마다 해석이 달라서 문제가 되었는데 1999년 연방대법원은 그 해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12) 즉, 연방대법원은 제1981a조 (b)를 해석하여,
원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배심재판에 회부되기 위해서 그 위법행위의 중대한 심
각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를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동 조항은 차별행위가
‘고의적(intentional)’이었음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대하게 심각한 위법행위였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결정을 위해서는 고의적 차별에 더해서 시민권 침해의 결과
를 초래한 피고의 악의와 중대한 부주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피고
가 차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인식(awareness)이 아니라,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일 수
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knowledge)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의 1999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서 관리직 근로자가 행한
차별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이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고용
관계의 범위 안에서, 관리자 권한(managerial capacity)을 가진 근로자가 행한 위법행
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징벌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를 관리자 권한
기준(managerial capacity test)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기준만 적용하면, 사용
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까지 징벌적 책임범위가 넓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 Kolstad v. American Dental Association 527 U.S. 52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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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리자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징벌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는 자신이 시민
권법 제7편의 준수를 위하여 선의로 노력했음을 입증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선의의 노력 기준(good faith effort tes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용
차별을 예방하는 목적의 정책,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시행한 것은 그 선
의의 노력에 대한 입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 판례는 고용차별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이중의 판단 구조를 확립했
다. 대법원은 시민권법 제7편에서 차별의 고의성은 피고 행위의 악함이나 심각성이 아
니라 그의 심리상태(state of mind)라고 했다. 원고가 고의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은 입증했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 요건은 입증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 원고는 보상적 손해만 청구할 수 있고, 제1981a(b)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피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 요건을 원고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시민권법 제7편을 알지 못했다.
∙ 차별행위가 합법이라고 믿었다.
∙ 차별처우가 진정한 직업상 자격기준(BFOQ)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 시민권법 제7편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거나 아직 확산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1999년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밝혔지만 관리직 근로자의 위법행위와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 선의의 노력 기준이나 관
리자 권한 기준 중요한 개념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서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으로는 제10항소법원의 2002년 판결이 중요하게
평가된다.13) 이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입증책임과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 구조로 구성했다. 피고가 “그 행위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서” 행하였다
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행위 한 근로자가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 한 관리직 대리인(managerial agent)”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13) Davy v. Lockheed Martin Corporation, 301 F.3d 1204 (10th Ci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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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할 수 있다.
5)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계산
악의 또는 구제신청인의 권리에 대한 부주의한 묵살이 확인된다면 피고는 허용되는
최고액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다.14) 의회의 의도는 피고가 “의도적인 차
별의 임금 외의 경제적 결과에 대하여 상기한 제한 전액까지 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이
었다.15) 징벌적 손해배상 재정은 “‘피고가 야기한 원고에 대한 해의 본질과 정도’와 더
불어 ‘피고의 행위의 성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16)
피고의 재정적 지위 또한 관련이 있다.17) 불법행위자의 부에 대한 증거는 전통적으
로 재정되어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의 척도로 인정되고, 부유한 피고는 같은 불
법행위를 저지른 가난한 피고에 비해 더 많이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18)
지급판정은 피고의 재원을 정황으로 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
를 ‘괴롭혀야’하지만 ‘파괴’해서는 안 된다(Keenan v. City of Philadelphia, 55 FEP
Cases at 944-45).
다음의 요소들은 피고의 재정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단, 아래의 목
록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관련 요소들 역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① 사업의 수익과 부채
② 피고의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
③ 수중의 유동자산으로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빌릴 수 있는 액수가 포함된다.
④ 장래에 수입을 창출하는 피고의 성향-계획된 수입
14) 징벌적 손해배상, 장래의 금전적 손실, 비금전적 손실의 합은 [1981A](b)(3)에 정해진 손해배상 한도
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1981A]에 의거한 징벌적 손해배상 재정은 보통 “대단히 과도하다”거나
“충격적”이지 않다. Rowlett v. Anheuser-Busch, 832 F.2d 194, 206, 44 EPD Par. 37,428 (1st Cir.
1987) (3백만 달러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재정은 대단히 과도하여 $300,000으로 감액한다고 판결);
Vancev. Southern Bell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 863 F.2d 1503, 1516, 48 EPD Par.
38,626 (11th Cir. 1989) (250만 달러라는 손해배상 재정은 “많고 상당히 충격적이다”) 참고.
15) Sponsors' Interpretative Memorandum, 137 Cong. Rec. S15,484 (daily ed. Oct. 30, 1991).
16) Rowlett v. Anheuser-Busch, 832 F.2d at 207, quoting, Restatement (Second) of Torts, 908(2).
17) City of Newport v. Fact Concerts, Inc., 453 U.S. 247, 270 (1981).
18) Rowlett v. Anheuser-Busch, 832 F.2d at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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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의 전매가격. 이는 사업이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할 때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사업을 매입하려고 할 수 있다.
⑥ 피고에게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더 큰 독립체에 피고가 합병되거나
그 자회사인지 고려한다.
Bessier v. Precise Tool & Engineering Co., Inc., 778 F. Supp. 1509, 57 FEP
Cases 1249 (W.D. Mo. 1991)에서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사건을 준비
하기 위한 피고의 재정기록의 개시(開示)를 승인받았다. 재정기록에는 ① 재무제표, ②
소득세 신고서, ③ 피고의 총소득, 순소득, 지출을 반영하는 서류, ④ 은행 입출금내역
서와 예금 기록, ⑤ 총 계정원장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또한 그 순자산에 대한 질문서에 답하는 것이 강제된다.19)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추정적으로(prima facie) 설명한 이후 피고의 손익계산
서와 잔고증명서를 얻을 권리가 있을 수 있다.

(2) 독일20)
1) 근거 법률
2000년대 초 유럽연합은 성, 인종, 종족상의 출신,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공동체협약(EGV) 제13조에 근거하여 네
개의 반차별지침을 제정하였다. 반인종차별지침(Richtlinie 2000/43/EG),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종
교 등에서의 균등대우실현을 위한 기본지침(Richtlinie 2000/78/EG), 고용, 직업훈련,
승진,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남녀 균등대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기존의 76/207/EWG
지침을 수정, 보완한 지침(Richtlinie 2002/73/EG), 직장 이외의 영역, 즉, 재화 및 서
비스에

대한

접근과

공급에서의

남녀균등대우실현을

위한

지침(Richtlinie

2004/113/EG)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침들의 국내법적 실천을 위해 2006년 독
일의 「일반동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이 제정되었다.
19) Heller v. Ebb Auto Co., 55 EPD Par. 40,431, 53 FEP Cases 911 (D. Or. 1990).
20) 박귀천·박은정·김미영·김진·민대숙·신수정, 앞의 글, 115쪽 이하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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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단행법률인 일반동등대우법 제1조는 “이 법
의 목적은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나 세계관, 장애, 연령 혹은 성정체성을 이유
로 한 불리한 차별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동등대우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은 직업활동분야, 사회보장영역, 교육영역,
주택을 포함하여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접근과 그 공급, 민
사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한다. 또한 동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차별”의 개념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적 괴롭힘, 지시에 의한 차별21) 등 다섯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성적 괴롭힘(성희롱)”이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4호와 관련된 불이익대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성적인 행동과 요구,
성적인 신체적 접촉, 성적인 내용에 대한 발언,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등과 같
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가 관련된 자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하거나 이를 야기하고 특히 위협, 적대시, 굴욕, 품위손상 또는 모욕적인 환경이 조
성되는 경우에 성희롱은 동법에서의 불이익대우에 해당된다.
2) 손해배상제도 및 구제기관
일반동등대우법 제15조에서는 물질적, 비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불이익대우금지에 대한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
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동조 제1항). 이는 불이익대우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
였음을 전제로 한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22)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노
동법원(Arbeitsgericht)에 대한 소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노동법원법상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경우에 공무원의 손해
배상청구는 행정소송절차 규정에 따르게 된다.23)
21) 이는 제1조에 열거된 사유로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지시도 차별로 간주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지시는 특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해 제1조에 열거된 사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2) 박귀천·박은정·김미영·김진·민대숙·신수정, 앞의 글, 115쪽.
23) Wolfgang Däubler(Hrsg.)·Babara Ambrosius,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2.Aufl., Nomos,
2008, S.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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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등대우법상 금지되는 불이익대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부담문제와 관련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이익대우가 추측된다고 입증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법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즉, 사용자 측에서 단지 불
이익대우의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보호규정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
계의 요소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24)
3) 손해배상제도의 내용
손해배상청구는 2개월의 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주장해야 한다(일반동등대
우법 제15조 제4항). 이 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불이익대우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시작
된다. 예컨대 구직자의 채용지원이나 승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문제되는 경우, 사용자
가 채용 또는 승진에 대해 거부한 때부터 시작된다.25)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불이익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가 놓여있을 상태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에 의해 거절된 급부,
교육훈련조치, 근로자가 배제된 프로젝트, 다른 동료근로자들에게 제공된 것과 동일한
업무도구의 제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게 이를 기
대할 수 없다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된다. 손해의 산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26)
한편 법 제15조 제6항에서는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대우가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은 배제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승진의 보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행사가 다른 법
적 근거 - 예컨대 단체협약 -에 기하여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개입하지
못한다.27)
동법 제15조 제2항는 불이익대우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
료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대우로 인해 발생된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위
자료가 주로 문제된다.28) 단, 단체협약이나 사업장협정 등과 같은 집단법적 합의를 적
24)
25)
26)
27)
28)

Wolfgang Däubler(Hrsg.)·Babara Ambrosius, a.a.O,, S.
박귀천·박은정·김미영·김진·민대숙·신수정, 앞의 글,
박귀천·박은정·김미영·김진·민대숙·신수정, 앞의 글,
박귀천·박은정·김미영·김진·민대숙·신수정, 앞의 글,
박귀천·박은정·김미영·김진·민대숙·신수정, 앞의 글,

568.
115쪽.
115쪽.
115쪽.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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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대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
자가 위자료지급의 의무를 부담한다(제15조 제3항). 위자료청구 역시 2개월의 기간 내
에 이루어져야 한다(동조 제4항).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유럽연합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례29)의 법
리를 통해 요구된 것이다. 즉, 사용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대우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제재를 뜻한
다.30) 일반동등대우법상 금지하는 차별규정에 위반하여 발생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
상의무는 과실책임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의무라는 점은 일반동등대우법의 입법이유에
서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재산적 손해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위반에 대해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신적 손
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사용자의 과실책임 유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31)
일반동등대우법 제1조 소정의 사유들에 기인한 불이익대우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비재산적 손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인간존엄
성에 대한 존중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이 문제된다.32)
위자료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불이익대우의 종류와 강도, 근로자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의 정도, 사용자의 책임의 정도, 불이익대우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정도, 사용자의 재정능력 정도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된다. 이는 독일민법 제253조 제
2항에 따른 위자료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다.33)
다만,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
는 경우에 만일 당해 근로자가 불이익대우가 없는 선발에서도 고용되지 않았을 것이라
면 위자료 금액은 3개월분 임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이익대우가 없었더라면 채용
되었을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액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액제한 없이 위자
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4)
한편, 일반동등대우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배상제도는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Strafschadensersatz)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임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연합 지침상
의 원칙에 따르면 위자료 금액의 수준은 사용자가 장래에 불이익대우를 하는 것을 저
29) Draehmpaehl 사건 판결(Judgment of the Court of 22 April 1997. Nils Draehmpaehl v. Urania
Immobilienservice OHG.)
30) Gregor Thüsing, Arbeitsrechtlicher Diskriminierungsschutz, C.H.Beck, 2007, S. 211.
31) BT-Drucks. 16/1780.
32) 박귀천·박은정·김미영·김진·민대숙·신수정, 앞의 글, 116쪽.
33) Burkhard Boemke·Franz-Ludwig Danko, AGG im Arbeitsrecht, Springer, 2007, S. 122.
34) Burkhard Boemke·Franz-Ludwig Danko, a.a.O,, 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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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에 적절한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고려되는 것
이고 그러한 점에서 독일민법 제253조 제1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 이는 독일 의회
의 입법 논의 과정에 대한 자료에서도 명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35) 따라서 위자료의
수준은 우선 발생된 비재산적 손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협적인
효과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36) 이러한 점에서 독일 입법자는 일반동등
대우법상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독일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독일법 체계 내에서는
민사적 징벌(Zivilstrafe)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37)
한편, 금지되는 차별의 예방 내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손
해를 배상하는 것 이상의 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반동등대우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배상제도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효과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예를 들어 차별의 가해자가 차별적 처우를 함으
로써 얻은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보다 많은 경우에 특히 문제될 수 있다.38)
그러나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지
도록 하지 않고, 때때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기되기도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Draehmpaehl 판결에서 사용자가 발생된 전
체 손해에 대해 과실책임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충분한 경고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는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모두에 대해 가해자
의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차별의 예방 내
지 경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39)

(3) 미국과 독일의 제도 비교
이상 살펴본 미국과 독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 체계 및 손해배상제도를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5)
36)
37)
38)
39)

BT-Drucks. 16/1780, S. 38.
Gregor Thüsing, a.a.O,, S. 216.
Gregor Thüsing, a.a.O,, S. 216.
Gregor Thüsing, a.a.O,, S. 217.
Gregor Thüsing, a.a.O,, S.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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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과 독일의 제도 비교
국가
내용
근거법률
성차별 규정

미국

독일

• 시민권법 제7편

• 일반동등대우법

• 시민권법 제7편은 고용주가 개인

• 성별 혹은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의 성을 이유로 하여 임금, 계약기

불이익한 차별을 예방, 제거.

간, 근로조건, 고용의 권리 등을 차
별하거나 특정 개인의 고용을 거부
또는 해고하거나 근로자로서의 지
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
용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로자들을 제한, 분리,
분류하는 것 금지.
• 성희롱은 시민권법에 의하여 금

• 일반동등대우법이 금지하는 불이

지되는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는 점

익대우에는 성희롱 등 동법에서 금

을 판례와 EEOC 지침을 통해 인정

지하는 차별사유에 의한 “괴롭힘”이

하고 있음.

포함됨.

• EEOC 지침에 따르면 제3자에 의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3

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즉

자에 의해 성희롱 당한 경우 사용

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구제기관

•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

필요한 합당한 조치 취해야 함.
• 노동법원(Arbeitsgericht)

손해배상제도 내

• EEOC에 차별시정신청

• 노동법원에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용

1) 일반적 신청시한은 차별이 발생

의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

한 날로부터 180일(예외적으로 300

1) 2개월의 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일), 계속되는 차별(성희롱)의 경우

서면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노동

마지막 차별적 행위(성희롱)이 발생

법원에 청구

한 날로부터 180일(예외적으로 300

2)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

일)

대우가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은

2) 구제명령의 종류

배제됨

성희롱 규정

‣ 구제명령: 원상회복, 소급임금지
급 명령 등
‣ 전보적 손해배상 명령:

3)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
정되지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

‐ 고의적 차별행위에 대해 배상

자료지급은

사용자의

과실유무와

‐ 차별로 야기된 직접적 비용(금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음.

전적 손해) 및 피해자가 입은 모든

4) 위자료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고통(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불이익대우의 종류와 강도, 근로자

배상

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의 정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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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용자의 책임의 정도, 불이익대우를

‐ 악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차별행
위를 저지른 사용자 징벌 목적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정도, 사용자의 재정능력 정도 등

‐ 징벌, 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함.

다양한 상황 고려

‐ 기업규모별 피해자
1인당 배상의 상한액
근로자수
15~100
101~200
201~500
500 초과

배상상한액
$50,000
$100,000
$200,000
$300,000

‐ 사용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부
주의로 차별행위를 했다는 것을 근
로자가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음.
3) 구제명령의 효력: EEOC가 결정
한 구제명령은 연방지역법원의 집
행판결을 받아서 당사자에게 효력
을 미치게 됨.

40)

Ⅲ. 제도 도입 여부 및 관련 쟁점 검토
1. 별도의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 여부

우리나라나 독일과 같은 이른바 대륙법 시스템 하에서는 본래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를 구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보는 민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절차
를 통해 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4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여전히 우리 법 체계 하에
서는 생소한 면이 있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 중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가능 영역으
로 (1)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되는 영역, (2) 공정거래 등 법경제적 억제효과가 기대
되는 영역, (3) 차별금지 영역을 꼽고 있다.42) 즉, 이에 따르면 우리 법체계에서 징벌
40) 이 부분은 박귀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
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포럼 자료집, 2018.11.1., 89-91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41)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499쪽.
42) 장재옥·이은옥,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수용가능성”, 법학논문집 제39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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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집행이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각각의 기준을 정하여 환경오염, 제조물책임, 공정거래, 금융거래, 차별금지 등
특정 영역에서 개별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림으로써 구체적 타당
성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가능한 분야로는 “① 불
법행위의 결과로 인한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는 소액
에 불과해 피해자가 재판절차로 구제받기 어려운 분야(환경오염, 소비자 보호, 식품위
생, 보건의료 등), ②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가해자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
다 크기 때문에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하고 있음에도 현행 손해배상 제도나 과징금
만으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려운 분야(공정거래, 금융거래 등), 사회적 약자를 특
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
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분야(노동, 장애인 등) 등을 우선 검
토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43)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권력관계에서 피해를 당하는 약자 보호가 문제된다는 점, 입증에 대한 상당한 곤란함
이 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 영역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현행 기간제법 상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배액배상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고려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청구 시 민법상 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근로자의 시
간적⋅비용적 부담이 너무 크고, 실효성 있는 시정 및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구제 기관
앞서 살펴본 미국과 독일의 경우, 미국은 고용 차별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
인 EEOC에서,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입증상의 어려움이 있는 성희롱 관련 조사에 있어서 여러 차례의 조사가 필요하고, 성
희롱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4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499-5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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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조사 및 판단, 배상제도 도입시 배상명령을 내리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
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설치는 이미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와 유사
한 전문위원회를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위원회 내에 ‘성차별‧성희롱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판단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법리를 발전시켜 온 점, 다양하고 유연한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차별을 담당하고 있
음으로 인하여 고용상 차별 및 성희롱 문제를 노동법에 근거하여 다루는 데에는 한계
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되는
사업장의 경우,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성차별 역시 만연해 있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
가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과 시정명령, 손해배상명령 등을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구제 명령을 결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해자가 원
하는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유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해 가장 적절한 유형
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간제법에서는 제11조에 조정⋅중재 조항을 두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심문의
과정에서 조정절차 내지는 중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사건의 해결에서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직장 내 성희롱의 해결은 가해자에
대한 해고조치에 이르는 심각한 성희롱이 아닌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국 동일 또
는 근접한 공간 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
여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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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 내지는 조정·중재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
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례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다양한 사업주의 조치에 대
한 결정 내지는 합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바,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상 부당해고 등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구제명령제도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
해 적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성차별 및 성희롱 시정 및 배상명령
제도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법상 시정제도와 같은 제도를 성차별⋅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의 장점은 구제절차가 간이, 신속
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기간제법은 근로자가 시정명령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대한 형사적 제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4) 및 사업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제재(1억원 이하
의 과태료)45)를 두고 있어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배상명령 업무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과태료 처분(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 내지 제2호) 관련 업무
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성희롱 처리에 있어서 일면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 기능이 양분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설
계한다면 업무 영역의 중복성의 문제,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부담46) 및 성희롱 조
44) 기간제법 제16조 및 제21조 참조.
45) 기간제법 제24조.
46) 최근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문화예술계 자유계약자 포함)에게 분야별(공공, 교육, 민
간, 문화예술)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까지
(가칭)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투를 계기로 분야별 신고센
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건발생 기관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을 실
시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점검 권한의 부재, 스쿨미투(학교미투) 등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
생하는 사건처리의 어려움,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민간직장 사건의 처리 지연, 자유계약직
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종합지원
센터 개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희롱·성폭력 사건 초기상담-신고
-사건처리 돕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만든다.”, 2019. 9. 27., http://www.korea.kr/
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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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판단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3. 손해배상 주체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계류 중인 법안 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배상제도 도입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이정미의원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내지 제11조의 성차별
금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및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
우, 제14조 제2항(성희롱 조사의무) 및 제3항 후단(피해근로자등 보호조치의 경우, 피
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의무), 제5항(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내지 제7항(성희롱 조사 관련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대해 근로자의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손해의 3배액 정도가 적정한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
한 피해를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간제법 제3조 제2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위
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
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손해의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이정미의원안은 전체적으로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한 배상제도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성희롱행
위 자체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손해배상책임은 일정한 요건 하에
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도입하는 방안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을 통해
서도 성희롱 가해자 및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 특유의 제도로서의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사업주의
배상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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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많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에 피해근로자가 가해
자인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
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7)
다음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이정미의원안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
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 행위의 유
형 및 기간⋅횟수 등, 4. 사업주의 재산 상태, 5.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를 고
려한다. 참고로 법제처가 제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결정 시 고려사항은 “1. 고
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다.
차별시정의 경우에는 본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차별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가 놓여있을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예컨대 금지된 차별로
인해 사용자에 의해 거절된 급부, 교육훈련조치, 근로자가 배제된 프로젝트 등이 차별
당한 근로자에게 다시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
에게 이를 기대할 수 없다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되도록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손해
의 산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물론 성희롱 피해로 인한 치료 비용, 새로운 직
장을 찾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 재산적 손해배상금액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더
하여 법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주 내지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가한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위자료 개념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가 특히 유의미하다고 본다. 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 그 구체적 운영 방식 및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
상 차별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가 이루어짐
47) 박귀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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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의 ‘악의’ 내지 최소한 ‘고
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래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보상적 손해배상에 비해서 더 강화된 엄격한 고의와 과실 요건
이 적용된다는 점으로 인한 한계가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고용 상 성차별, 성희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
된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악의 내지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근로자의
입증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입증을 요할 것인가, 이에 비하여 사용자는 어떤 기준으로
반증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세심한 판단 기준 설정과 적용이 중요하
다.

Ⅳ. 결론
1993년 12월에 UN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일할 권리를 해치는 한편, 남녀 간에 불균형한 권력관
계에서 발생하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심화시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종이자 여성
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
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권 및 노동권 침해를 야기
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 그 구체적 운영 방식 및 내용에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고용상 차별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구
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시 민법상 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근로자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너무 크고, 실효성 있는 시정 및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
하고 간이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인격권 침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생존권 침해를 야기
하는 문제로서 고용관계에서 발생되는 노동법적 문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직
장내 성희롱이 발생되는 사업장의 경우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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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만연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가 통합적으로 다
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법적 강제력 있는 시정 및 손해배상명령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과 시정명령, 손해배상
명령 등을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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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규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 :
정의, 제3자 신고제도를 중심으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의 소재
❏ 이 발표는 성희롱 법제의 내용 중 성희롱 정의, 즉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제3자 신
고제도를 중심으로 그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법률 중 성희롱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양성평등기본법」,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
원회법」이 있음. 각 법률은 아래와 같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음.
<표 1> 성희롱의 법적 개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양성평등기본법｣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제3조제2호 및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동법 시행령 제2조

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
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
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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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
｢남녀고용평등법｣

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제2조제2호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제2조제3호 라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
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출처: 박선영 외(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6쪽.

❍ 위의 각 법률을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 업무관련성, 행위태양, 피해로 나누어 비
교하면 아래와 같음.
<표 2> 성희롱의 법적 정의에 대한 관련 법률상 내용 비교
구분

양성평등기본법
‘국가기관 등’(국가기
관ㆍ지방자치단체,

행위자

각급 학교, 공직유관
단체)의 종사자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공공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

근로자

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고객 등 제3자

종사자
(민간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근로

(민간사업체의) 사용

자

자 또는 근로자
피해자

불특정

다른 근로자

업무, 고용, 그 밖의

직장 내의 지위를 이

업무

관계에서 지위를 이

용하거나 업무와 관

관련성

용하거나 업무 등과

련

불특정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
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하여

관련하여
행위 태양

행위로
인한 피해

“성적 언동 등” “그 밖의 요구”
성적 굴욕감이나 혐

성적 굴욕감 또는 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

오감을 느끼는 행위

오감을 느끼게 하거

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

와 상대방이 성적 언

나 성적 언동 또는

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동 또는 요구에 대한

그 밖의 요구 등에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응을 이유로 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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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주거나 그에 따
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유로 고용에서 불

이익 공여의 의사표

이익을 주는 것

시를 하는 행위
출처: 박선영 외(2018),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7쪽.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의 한국적 표현임. 그러나 성희롱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성희롱을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 한 성적 침해라는 인식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성희롱
의 구성 요건 중 ‘성적 굴욕감’, ‘혐오감’은 그것이 갖는 주관성으로 인해 성희롱을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적 언동 등’을 둘러싼 갈등, 시끄러움 정도로 취급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함. 이로 인해 성희롱의 법제화의 목적 중 하나인 성차별
이 없는 직장 환경의 조성은 비가시화 되는 문제와 함께 성희롱을 성별에 기반 한
성적 괴롭힘인 성차별로 이해하기 어렵게 함.
❍ 한편, 성희롱 사건의 제3자 신고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피해자와 피해 목격
자에게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해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신고와
사건의 해결방식이 선택될 수 있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가 가
시화되고 사건의 공식적 해결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에게는 폭력적
일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발표는「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와 제3자
신고제도의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함.

Ⅱ. 현행 성희롱 구성요건 변화가능성 모색
1. 우리나라 판례와 법률상의 성희롱 정의의 발전과정
가. 판례 속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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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판례에서 ‘성적 괴롭힘’ 을 정의한 것은 서울대 신교수 사건 고등법원 판
결(서울고법 1995.7.25. 선고 94나15358 판결)임.
❍ 위 고등법원 판결은 성희롱이 아닌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성
적 괴롭힘을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역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의 하나로서 이른바 성적 자주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서는 성적인 차별을 당함이 없는 근로 환경 하에서 성적 불쾌감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시함.
❍ 계속해서 “성적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여성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격행위를 모
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위법성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당해 성적 언동의 성질이
나 그것이 행해진 배경적 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새로이
성적 괴롭힘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베풀어야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음.
- 첫째 '성적 괴롭힘'은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이어야 함.
- 둘째 '성적 괴롭힘'은 성적 행위, 즉 불쾌한 성적 접근에 응하기를 요구하는 행위
기타 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일체의 언동을 포함하지만, 그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 하며(교육상 또는 직업수행상의 필요에 의하
여 행해지는 신체적 접촉 또는 친밀감의 표시나 사회 관습상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언동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 그 행위의 태양은 중대하고 철저한 것이어야 함.
- 셋째 '성적 괴롭힘'은 그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위이며 그 판단에는 피해
자가 실제로 가진 심리적 태도뿐 아니라 행위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하되 현
존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고려해야
함.
- 넷째 '성적 괴롭힘'에는 고용조건이나 근로환경에 관하여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있어야 함. 피해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이른바
조건적 성적 괴롭힘)와 성적 행위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갖게
하여 그의 업무수행이나 근로환경에 부당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이른바
환경형 성적 괴롭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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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2.10.선고 95다39533 판결)은 성희롱
의 위법성의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아니한 채 묵인되거나 당사자간
에 해결되었던 것이나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유형
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
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
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의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채택 할 수 없음.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
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
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님.
❏ 위의 판례는 성희롱 법제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성적인 차별을 당함이 없는 근로 환경 하에서 성적 불쾌감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았음.

나.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성희롱 정의 규정의 전개과정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 우리나라 법률에 처음으로 명문화 된 것은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임.
❍ 동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1)”라고 규정함
으로써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1)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5136호, 1995.12.30., 제정, 시행 19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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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제3차개정2)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가 명문화됨.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
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
는 것을 말한다.

❍ 위의 성희롱 정의는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으로 당시 발의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 성희롱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성희롱 당사자의 범위(제3자 포함), 성적 언동의 범위,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등
에 대해 다양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
- 한영애의원대표발의안과 정우택의원대표발의안은 사업주에게 성희롱을 당하지 않
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 것으로 보아
성희롱을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미경, 오양순의원대표발
의안은 성희롱을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로 주목한 것으로 보임.
第8條의2(性戱弄의 금지)

①事業主는 勤勞者가 使用者, 다른 勤勞者

및 業務와 관련한 第3者로부터 性戱弄(身體接觸, 기타 言行으로 性的
[150023] 남녀고용평등

羞恥心을 誘發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雇傭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雇傭

법중개정법률안(한영애

環境을 惡化시키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원등 6인 외 17인)

같다)을 당하지 아니하고 安全한 環境에서 일할 수 있도록 與件을
造成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등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8條의2(性戱弄의 豫防 및 被害救濟) ①事業主는 職場내 性戱弄(身
體接觸, 기타 言行으로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雇
傭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雇傭環境을 惡化시키는 행위로서 大統領令

[150694] 남녀고용평등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豫防하고 勤勞者가 安全한 勤

법중개정법률안(정우택

務環境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의원 외 43인)

1. 職場내 性戱弄의 豫防을 위한 敎育의 실시
2. 職場내 性戱弄을 한 勤勞者에 대한 部署移動 및 人事措置 등
懲戒에 관한 規程의 마련
3. 기타 性戱弄의 豫防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2)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5933호, 1999.2.8., 일부개정, 시행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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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事業主는 職場내 性戱弄으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勤勞者의 救濟
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
다.
③事業主는 職場내 性戱弄으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勤勞者에게 懲
戒․解雇등 雇傭상의 불이익한 措置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의2 ④이 法에서 “職場내 性暴力”이라 함은 使用者, 다른 勤勞
[150774] 남녀고용평등
법중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외 19인)

者 및 業務와 관련한 第3者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各號
의 것을 말한다.
1. 性的 의미가 포함된 言語的, 肉體的, 視覺的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성희롱 행위
2. 强姦, 强制醜行, 準强姦, 準强制醜行 등의 행위
제2조의2⑤이 法에서 “職場內 性戱弄”이라 함은 職場內에서 事業主

[150826] 남녀고용평등

또는 다른 勤勞者에 의해 행하여지는 性的 의미가 포함된 言語的, 視

법중개정법률안(오양순

覺的 表現이나 身體的 行動 또는 電話, 郵便, 컴퓨터 기타 通信媒體

의원등 3인 외 21인)

에 의해 이루어지는 行爲로서 業務遂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
할 우려가 있는 行爲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職場內 性戱弄”이라 함은 事業主, 上級者 또는 勤勞者

[151762] 남녀고용평등

가 職場內의 地位를 이용하거나 業務와 關聯하여 다른 勤勞者에게

법중개정법률안(대안)

性的인 言語나 行動 등으로 또는 이를 條件으로 雇傭上의 不利益을

(환경노동위원장)

주거나 또는 性的 屈辱感을 誘發하게 하여 雇傭環境을 惡化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같은 날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3)에서는 성희롱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면서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함.

제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
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
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성희롱의 금지등) ③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151547]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안(김
원길의원등
143인)

13인

외

제2조(정의) 2. “性戱弄”이라 함은 相對方이 願하지 아니하는 身體的
接觸 및 接近, 性的 성질을 가지는 言及, 猥褻的 出版物 등을 보여주
는 행위, 言語나 행동에 의한 性的 요구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성희롱의 금지등)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性戱弄은 男女差別로 본다.

3)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34호, 1999.2.8., 제정, 시행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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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성희롱 정의 조항은 이 법안이 “남녀차별개선
위원회에 의해 성희롱을 이유로 남녀차별로 결정된 후 동 위원회의 시정조치의 명령
에 불복하는 경우 형사 처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성희롱의 개념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1998.
12)과 성희롱의 개념정의를 법률안에서와 같이 성희롱의 형태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
라 요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남녀고용평등법」 2001.8.14. 전부 개정(시행 2001.11.1.)에서는

성희롱의 개념

중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성적인 언동’으로 변경되었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위’를 삭제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
게 되었음. 이후 이 정의 규정은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②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제2조(정의)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는 고용상의 불이익 또는 고용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에 대한 결과 중심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거나, 고용상의 불
이익을 받은 경우로 구성요건이 변화되었음.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1999.2.8일 신
설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 「남녀차
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성희롱의 정의와 동일하게 한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착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즉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음.
❍ 행위자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여야 하고,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여야 함.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성적인 언동 등이 있어야 함.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야 함.
- 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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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
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ⅱ) 또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
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함.

3. 외국의 성희롱 정의
❏ 외국의 주요 성희롱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성희롱에 대한 명문 규정 두고 있지
않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성희롱을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에 괴롭힘의
유형인 성적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음. 프랑스처럼 형법과 노동법에 규율하고 있는
국가도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률에 사용자에 의한 성희
롱의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도 있음.
❏ 외국의 성희롱의 정의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모욕감’, ‘혐오
감’ 대신 “원치 않는” 성적 행위(언어적, 신체적 등)로 인해, ⅰ)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굴욕적, 모욕적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ⅱ) 그 성적 행위에 응
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의해 고용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음.
❍ 피해자가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성적 행
위’가 있었는지, 그 성적 행위의 결과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모욕적 또는 불쾌한
노동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아니면 그 성적 행위에 응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의해 고
용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했는지가 성희롱 성립 기준임.
❍ 프랑스와 같이 성희롱을 형사 처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성립요건에 성적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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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과 ‘강요’를 구성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고, 행위 태양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

‘성희롱’은 “원하지 않은(unwelcome) 성적 호소, 성적 호의, 애정
EEOC의 ‘성을 이유
로 한 차별에 관한
미

가 이 드 라 인

국

(Guideline on the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의 요구 및 그 밖의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로,
① 이러한 행위에 따르는 것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이러한 행위에 따르는 것 또는 거
부하는 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 상 결정의 근거로 사용
되는 경우, ③ 이러한 행위의 목적 또는 효과가 개인의 노동이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협박적, 적대적 내지는 불쾌하
고 침해 요소가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위법한 성
희롱이 성립

평등법

A가 B의 존엄을 침해하고 B에게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굴욕적,

제26조1항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된 괴롭힘)

영
국

모욕적 또는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보호특성(차별사유)에 관련한 원치 않는 행위

평등법

A가 성적인 특질(sexual nature)의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그

제26조제2항 (성희

행위가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굴

롱)

욕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경우

평등법

A가 성적인 특질, 또는 성전환, 성별 등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은

제26조제3항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괴롭힘에 대한 개

적대적, 비하적, 굴욕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 또는 효

인의 대응을 이유

과를 갖는 경우로 B가 그 행위에 순응할 것을 거부한 것에 의해

로 한 덜 우호적인

B가 거부하지 않거나 순응했을 경우에 비하여 A가 B를 불이익하

대우)

게 취급하는 경우

성희롱: 한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고 위협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비

유
럽

통합남녀평등대우

하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불쾌한 환경을 만들 목적이나 영향으

연

지침 제1조

로 성적 성격이 있는 원하지 않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혹은 신

합

체적인 모든 형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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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라고 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한 차
별로써,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와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성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 성적인 내용에 대한 언동 및 원하지
독

일반평등대우법

않는 음란 표현물의 적시, 현출(現出) 등과 같은 원하지 않는 성

일

제3조 제4항

적으로 특정한 행동이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도록 의도했거나
야기한 경우, 특히 위협, 적대적, 멸시, 품위손상 또는 모욕으로
특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의도했거나 야기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 비열적 혹은 굴욕적인 성질 때문에 그 사람

[형법]

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협박적, 적대적 또는 불쾌한 상황을 만들어

제222-33조 Ⅰ

내는 성적 성질을 가진 말 또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
위를 말한다.
행위자 본인 또는 제삼자를 위한 성적 특성을 갖는 행위를 진실

제222-33조 Ⅱ

또는 외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압력 형태를 행사하는 행위는 반복
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희롱으로 간주한다.
Ⅰ항 및 Ⅱ항에 규정하는 행위(성희롱)은 2년 징역 및 3만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형은 행위가 다음에 제시하는 것일 때, 3년 징
역 및 4만 5천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ⅰ)사람이 직무 권한을 남용했을 때 ⅱ)15세 이하의 미성년에 행

프

제222-33조 Ⅲ

랑

해진 경우 ⅲ)나이, 질병, 장애,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 또는 임
신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약성이 명백한 또는 의존성이 명백
한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였을 때, iv) 경제적

스

또는 사회적 상태의 불안정에 의한 특별한 취약성 또는 의존성이
명백한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였을 때, v) 정
범 또는 공범으로서 행위하는 복수의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을 때.
제225-1-1조.

성희롱 행위를 당한 것 또는 당한 것을 거부한 것, 어떤 행위를
증언한 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3년 징역 및 4만 5천유로의 벌
금에 처한다.

노동법
제L.1142-2-1조

누구도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협박적, 적대적, 비하적, 굴욕
적, 혹은 불쾌한 환경을 만들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진 사람의 성에
관련한 모든 언동으로 정의되는 성 차별적 언동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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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1155-2조

스

[차별(금지)법(2008

웨

년 법률 제567호)

덴

제5조

제L.1152-1조(본 문략) 및 제L.1153-1조에 정하는 성희롱 행위는
1년 징역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 사람의 존엄을 손상시킨 성적 성격의 행위

남녀기회균등법 제11조에서는 사업주는 직장에서 행해지는 성적
인 언동에 대한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대응에 따라 해당 근로자
가 그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해당 성적인 언
일
본

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취업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근로자로부터의 상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의 정비, 기타 고용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1항),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근
거로 하여 사업주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로서 필요한 지침을 규정
해야 한다고 한다(제2항).

출처: 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対策の現状と 題(2019), 男女共同参画会議 女性に対する暴力
に関する専門調査会.
박선영 외(2017),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Ⅴ)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현행 성희롱 정의 규정의 변화가능성 모색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 정의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규율되어 있음. 규율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인 ‘모욕감’, ‘혐오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의 적절성과 ‘성적 언동 등’의
범위임.
❍ 성희롱 형사 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성희롱 구성 요건으로서 ‘모욕감’, ‘혐오감’ 대신, ‘원치 않은’ 위협·적대·비하·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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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모욕적인 환경
❍ 현행 성희롱 정의 규정은 성희롱이 성별에 기반 한 성적 괴롭힘, 즉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탈각시킴으로서 성희롱을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행위자와 피해자와
의 갈등, 사건으로 축소시킴.
❍ 따라서 성희롱의 정의를 성희롱이 갖는 성별에 기반 한 성적 괴롭힘으로서의 성
질을 분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아닌 가해
자의 성 차별적 행위와 그로 인해 노동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서 이점이 명확하게 표
현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재구조화 방식은 다음과 같음.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교육 등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
하여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타인의 존엄이 침해하거나 위협·적대·비하·굴
욕·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 그 성적 언동을 요구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불응 또는
굴복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문제는 1999.2.8.「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정의 규정이 신설된 후 20여 년
동안 이 정의 규정을 토대로 성희롱 관련 사건을 판단하여 판례와 결정례가 축적되
어 있고, 성희롱 성립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일정의 경향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임.
❍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희롱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
정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차별금지법 또는 성차별금지법 제정 시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 규정이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쳐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그러나 차별금지법도 성차별금지법도 제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인권
위원회법」이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성희롱을 성별에 기반한 성
적 괴롭힘으로 재구조화를 시도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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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을 위와 같이 재구조화하면 ‘성적 언동 등’에는 젠더기반 괴롭힘(gender
harassment)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젠더기반 괴롭힘이란 ‘성별고정관념, 생물학적 특성(임신, 출산 등),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와 혐오 등을 전달하는 언어적, 신체적, 상징적 언동 등’으로 여기서 성별이
란 생물학적 성별뿐 아니라 사회적 성별을 포함하고, 성별에 대한 자인식도 포함됨.
❍ 지난 7. 16. 시행된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에 젠더기반 괴롭힘이 일정 요건을 충
족하면 포섭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의 괴롭힘은 인격권과 안전하고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성희롱 형사 처벌의 가능성
❍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 제재, 즉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성희롱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성 원칙에 의거해 행위자의 고의와 반복
성, 지속성 등 구성요건의 강화가 필수적임.
❍ ⅰ) 성희롱 법제화는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성차별이 없는 조직 환경의 조성이라
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ⅱ) 성희롱의 행위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
ⅲ) 성희롱을 형사 처벌하는 것의 실익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성희롱 형사 처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현재의 과태료보다는 형사 처벌이 실효
적일 것으로 보임.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성희롱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의
책임자이고, 사용자가 행위자가 될 경우 피해자의 노동권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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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Ⅲ. 현행 성희롱 제3자 신고제도의 변화가능성 모색
1. 현행 법률상의 성희롱 제3자 신고제도
❏ 현행 법률은 누구든지 직장이나 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나 인용권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에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7.11.28.

개정에 의함

(2018.5.29. 시행). 이 개정 후 「국가공무원법」이 2018.10.16. 개정되어 제3자 신
고제도가 신설되었음.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남녀고용평등법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국가공무원법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제15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

공무원 고충처

항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리 규정

이를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

성희롱ㆍ성폭

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력 근절을 위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

공무원 인사관

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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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규정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2018.11.27. 제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제3자 신고 제도의 문제점
❏ 성희롱은 형법상의 범죄가 아님. 성폭력 범죄의 친고제 폐지와는 보호법익, 처분 방
식 등이 상이함.
❍ 국가소추주의 하에서 국가의 형벌권은 피해자 등 개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비친고죄인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
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함. 반면 친고죄의 경우 공공의 이
익보다 사적 영역에 속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피해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태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친고죄
라는 범죄 유형은 없고, 반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규정 방식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나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이
승현·박학모·김정혜: 2014).
❍ 성폭력 범죄의 친고제 폐지 배경은 다음과 같음. 즉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 보
호하기 위해 강간죄 등 성범죄를 친고제로 규정했지만, 친고제 규정은 피해자의 고
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고,「형법」체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형법」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었음.
❍ 성희롱은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고, 사업주에 의한 행위자
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의무화하는 방식의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피해
자 보호를 통해 피해자가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범죄인 성폭력 범죄와는 보호법익, 처분 방식 등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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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목격자에게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
❍ 제3자에 의해 성희롱 사건의 신고와 사건의 해결방식이 선택되고, 피해자의 의사
와 무관하게 피해가 가시화되고 사건의 공식적 해결이 시도될 수 있음. 이 방식은
피해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한 이에게는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폭력적 일수
있음. 또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그간 소비되어 온 양태를 보면 우리의 일상을 파괴
할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신고의 진의여부를 가릴 방어 기제가 존재하지 않음. 또한
이 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피해)와 만나게 되면 정작 가해자는 사라지
고 모두가 가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만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
❏ 변하지 않는 ‘여성상’, 또는 ‘여성노동자상’의 문제
❍ 제3자 신고제도는 여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를 드러
내지 못한다는 ‘여성상’에 기초하고 있음.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신분의 불안정성과
위치 등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런 취약한 조건으로 인해 피해 드러내기
의 어려움은 불이익 처우 금지의 실질화와 성차별 없는 조직문화의 조성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누군가의 성희롱 피해를 대신 신고하게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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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문

김태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전에 발표하신 내용부터 역순으로 졸견을 기재하였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발표
자 선생님들과 의미 깊은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불러주신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1. 발표문 3 「성희롱 규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 정의, 제3자 신고제도를 중
심으로」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아닌 가해자의 성차별적 행
위와 그로 인해 노동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서 이점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게 하는 방
식으로 성희롱 개념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찬성함.
(2) 우리나라 성희롱 규제 입법은 시기적으로 입법에 앞서 1993년 우리나라에서 최
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 위 판결에서 위법
한 성적 언동의 요체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음. 위법한 성적
언동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위법한 성적 언동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 유형적인 피해, 예컨대 해고와 같이 고용상의 지위에 불이익을 입거나, 가해
자의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저해당하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
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보지 않았음.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
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
법행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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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초기의 판결과 이에 기초한 입법은 성희롱 개념의 확장과 피해자 보호
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없지 않았음.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본체로 하므로 불법행위의 성부에 고용상 차별이나 유형적인 불이익이 요구되지 않았
고, 따라서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용이하였음.
(4)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직장 내 성희롱 규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로환
경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임. 각국의 성희롱 규제는 주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희
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사용자에게 성희롱의 예방 및 사
후 조치 의무를 부과함. 성희롱은 많은 경우 사용자가 부여한 집단 내의 위계관계를
기화로 하여 발생하고, 피해자의 고용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평등한 근로 제공의 기
회를 방해하며, 현실적으로 고용의 위계관계 내에서 열위에 처한 특정 집단, 즉 낮은
직급이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한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5) 발제자가 제안하신 성희롱 개념의 재구조화는 이와 같은 ‘성희롱 규제의 함의’
고용관계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권리와 평등한 근로환경을 실현하기 위함과 이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
각됨.

2. 발표문 2 「직장내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
입 문제를 중심으로」
(1) 실효성 있는 시정 및 보호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상의 손해배
상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간이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찬성함.
(2) 참고로 미국에는 보통법상의 징벌적 배상제도와는 다른 성문법상의 배액배상제
도가 있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어떤 제도이든 입법을 통해 도입될 수밖에 없
으므로 우리나라의 3배 배상제도를 징벌적 배상제도로 부를 것인지 혹은 배액배상제도
로 부를 것인지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함(전자의 용어가 더 익숙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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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다만 국내 제도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로만 파악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실정과 정책 목적에 맞게 법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두 제도의 차이점에
관해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배액배상제도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입법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손
해배상을 일컬음.
② 징벌적 배상은 처벌과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보상은 그 목적이 아
님(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배심원 평결 판결 중 징벌적 배상은 1~2%에 불과하여
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배액배상은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성격의 제도로서 보상의 기능에 많은 방점이 있음(입법에 따
라서는 필요적 배액배상규정을 두기도 함).
③ 징벌적 배상에는 피고의 악성, 즉 악한 동기(evil motive) 혹은 타인의 권리에 대
한 의도적인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 to the right of others)이 요구되고 배상
액도 그에 비례하지만, 배액배상에는 피고의 악성까지는 요구되지 않음.(예컨대 배
액배상규정을 둔 입법례로 각 주 소비자 보호법상 배액배상 또는 최소배상에는 의
도나 고의(willful or knowing violation)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악성과는
다름. 배액배상제도가 적용되는 다른 종류의 입법례를 보면 선의의 실수인 경우를
증명하여 최소배상 및 배액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하거나 - 즉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와 과실
을 불문하고 실손해, 배액배상, 최소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음.
④ 징벌적 배상과 배액배상 모두 억지 기능이 인정되지만, 배액배상의 억지 기능은
징벌적 배상과 같이 처벌의 수준에 이를 필요는 없고, 불법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없
애는 적절한 수준의 배상으로도 달성할 수 있음(2~3배 수준에서 입법으로 정해짐).
⑤ 미국 배액배상 입법 가운데에는 법위반의 빈도와 지속성, 법위반의 성질, 피고의
자력, 피해자의 수, 법위반의 고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하도록 입법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려 요소는 배액배상을 통해 징벌적 기능을 실현하되(법위반
의 빈도, 지속성, 법위반의 성실, 피해자의 수, 고의성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 적정
한 수준으로 억지력을 달성하기 위한 고려로 보임(피고의 자력 고려).
⑥ 배액배상은 현대 미국 입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배액배상제도가 많이 도입
되는 입법 영역으로 소비자법 분야 외에도 ⅰ) 장애인, 노약자, 아동과 같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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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는 입법, ⅱ) 불공정 상행위나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와 같은 경제적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ⅲ) 개인정보도용, 도청과 같은 첨단기술 범죄에 대응한
입법 분야가 있음.
(3)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차별금지법상 배상규정은 입법으로 징
벌적 배상제도를 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실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는 우리 배상제
도 역시 일반적으로는 징벌적 배상제도로 논의되고 있음.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의 법제도를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식의 징벌적 배상제도라고만 파악할 필요는 없
고, 개별 법률의 형식과 내용, 입법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 성격과 기능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입법자의 정책 의지 존중. 따라서 악성이 아닌 고의나 중과
실을 배상요건으로 하는 것도 입법 정책상 가능하다고 생각됨).

3. 발표문 1. 「성희롱 규제 20년: 법제 발전과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1) 성희롱에 관한 법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오고, 판례 법리 역시 현실에서 벌어지
는 싸움을 쫓아 더디지만 발전해왔다는 발제자의 견해와 의견을 같이함(그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피해자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2) 첨언하여, 발표문 중 성희롱 성립요건 관련, “‘성적 언동’을 좁은 의미의 ‘성성
(sexuality)’과 관련된 언동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에 찬성하며, 미국 역시 성
차별적인 성희롱이 반드시 성적 욕구에 의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여성
이 다른 여성으로부터 직장 내의 여성의 존재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시민권법 제7편상의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해석은 성희롱을 성별에 기한 차별 – 즉

특정 성별에 속한 사람이 다

른 성별 집단에 속한 사람이 겪지 않는 불리한 고용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지 - 로 인
식하는 미국의 성희롱 판단 기준이 전제 되어 있음(성희롱 개념의 재구조화에 대한 의
견은 발제문 1.에 대한 토론 내용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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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문

이경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 “성희롱 정의규정의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가. 발제문의 요지
박선영 발제자께서는 현행 성희롱 정의 규정이 성별에 기반한 성적 괴롭힘, 성차별
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탈각시킴으로서 성희롱을 둘러싼 행위자와 피해자의 갈등 및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희롱의 정의를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
용 등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위협ㆍ적대ㆍ비하ㆍ굴욕ㆍ모욕적인 환경을 조
성하거나, 그 성적 언동을 요구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불응 또는 굴복을 이유로 불이
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라는 용어의 사용례 및 문제점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성희롱의 개념 표
지로 사용하고 있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권리 침해의 문제를 주관
적인 감정의 문제로 치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건의 조사 등 과정에서 피
해자의 느낌이나 관점이 지나치게 민감하다거나 평균적이지 못하다는 2차 가해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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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1)
성적 혐오감, 더 나아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이미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사
용되고 있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신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
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노인에게 성
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장애인에
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호),‘철
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
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2)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항공보
안법 제23조 제1항 제4호)3) 등이 그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등에 있어 ‘추행’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
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이러한 성적 혐오감, 수치심 등의 용례를 살펴보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좁은 의미의 ‘성성(sexuality)’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김진 발제자
의 지적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다. 재구조화 내용에 대한 의견
성희롱 개념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희롱의 위법성의 근거를 인간으
1)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박귀천), 『외국의 성희롱 판단기
준 및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제도 연구』, 2018, 199면.
2)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78조 제5항).
3)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운항 중 항공기 내) 또는 500만 원 이하(계류 중 항공기 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50조 제6항 제2호, 제7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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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으로 제시
하였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면서, 구체
적으로 ‘위협ㆍ적대ㆍ비하ㆍ굴욕ㆍ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환경형 성희롱의 개
념표지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과 유사한 굴욕,
비하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 표지인 ‘근로
환경의 악화’를 구체적으로 수식하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기존의 정의규정이 갖고 있
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있어서도 혼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김진
발제자께서 지적한 ‘성적 언동’의 범위에 대한 지나치게 좁은 해석의 문제 역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 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4)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직장 내에서의 징계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직장마다 징계절차 또는 관련자들의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이 천차만별이고, 징계 수위가 낮게 나올 경우 피해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희롱의 구체적인 행위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 모욕 등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지 못하고, 행위를 분절하여 일반
형사사건화 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꺼리게 되고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
될 수밖에 없다.
4) 이 부분 내용은 토론자가 참여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법학회(연구책임자 박귀천 교
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 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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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의견
성희롱 형사처벌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는데, 지난 20년간
의 성희롱 규제 과정에서 축적된 많은 판결 및 결정례 등으로 인하여 그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행법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 등은 성희
롱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현행 성희롱 규정보
다 훨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에 의한 아동 학대행위에 대해 판단하면서, “구 아동
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
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
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
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성희롱 행위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과 같은 추가적인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
고, 언어적ㆍ신체적ㆍ시각적 성희롱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그 해당 여
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행법상 음란행위나 학대행위 등의
개념도 동일하게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며, 최근 입법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스토킹 처벌법 등에도 제기되는 지적이어서 형사처벌 규정 도입에 결정
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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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보충성 등을 감안하여 반복성, 지속성 등 구성요건 강화를 고려할 수는 있
겠으나 이는 기술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다. 성희롱 형사처벌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점
성희롱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명확성의 원칙이 아니
라 성희롱의 본질을 어디에 둘 것인지 여부이다.
성희롱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
벌이 이루어짐으로써 훨씬 큰 위하효과를 가질 수 있겠으나, 성희롱에 대한 대응 및
규제가 급격히 처벌 위주로 재편되면서 직장 내 문화의 변화, 사업주의 예방 노력, 2차
피해 방지 등 이슈가 묻히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성희롱 형사처벌 규정을 성폭력 관련 법률에 입법하고, 처벌 대상을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희롱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유사한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으로만
취급되고, 직장 내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차별, 부당한 고용환경 창출 등에 대한 규제의
성격은 약화될 것이다.
결국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
리 사회의 성희롱 규제를 어느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희롱 형사처벌의 실익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고, 형사
처벌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박선영 발제자의 지적에 찬성한다.

3. 기타 쟁점에 대한 의견
가. 제3자 신고제도
제3자 신고제도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가 가시화 될 수 있으며, 이
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폭력적일 수 있다는 박선영 발제자의 지적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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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나, 그 문제의 핵심은 제3자 신고 제도 자체가 아닌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시스
템에 있다고 생각한다.
2017. 11. 28. 개정으로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5)이 없더라도 제3자
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불가능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3자
신고제도는 성희롱 사건 은폐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제3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6) 또한, 피해자가 이미 퇴사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기 어렵
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만 본인 명의로 직접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등 제3
자의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3자 신고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3자 신고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이는 제3자 신
고제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제3자 신고제도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교육,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2차 피해 방지
지난 20년간의 성희롱 규제로 인해 징계를 통한 성희롱 행위자의 처벌 측면에서는
많은 제도 마련 및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
해 방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년간의 판결례 중 김진 발제자께서 언급한 대법원 2016다
202947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규정(제14조 제6항)의 의미를 실질
화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리한 처우 금지규정은 2017. 11. 28. 전
문개정을 통해 불리한 처우의 내용이 구체화 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
호대상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5)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6)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불리한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성희
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언급하여 피해자가 아닌 근로자가 피해 발생을 주장(신고)하는 상
황을 전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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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하는 등 조력을 한 제3자가 누락되어 있다.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실질화 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
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8. 12. 24. 제정되어 2019. 12. 25.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에서는 ‘2차 피해’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7) 그 개념
정의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
생하는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
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
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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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구멍 뚫린 직장내 성희롱 시정 및 권리구제 제도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1. 상담을 통해 본 직장내 성희롱 실태
□ 2018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 전국 상담 건수 4,526건 중 상담유형별 통계
- 전체: 1위 근로조건(35.1%) 〉 2위 성희롱(25.7%) 〉 3위 모성권(25.0%)
- 정규직: 성희롱(30.8%) 〉 모성권(29.1%) 〉 근로조건(27.2%)
- 비정규직: 1위 근로조건(47.5%) 〉 2위 성희롱(27.7%) 〉3위 모성권(14.2%)
- 정규직의 경우 성희롱 상담은 2016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함. 2016년 성희롱
상담은 15.9%임. 비정규직의 경우 2016년 19.6%에서 1.6배 정도 증가함.
○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내 성희롱 상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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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성희롱 행정 조치 관련 보도

-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로 구제받
은 경우가 30%나 됨. 3건 중 1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됨.
- 사례 H사(중노위에서 피해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KB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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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다룰 전문성이 있는지 고려해야함.(매일노
동뉴스. 10/8)
○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불이익 신고 처리결과
-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 신고 건수 213건 접수됨.
- 고용노동부는 이 중 19건(8.9%)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현재 처리 중인
4건을 뺀 190건(89.2%)은 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부실한 조사와 일부만 기소하
거나 자체 종결하는 행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
- 정부가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전담 근로감독관과 자문기구를 설치했으나 그 역
할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제기. 전담 근로감독관이 아닌 일반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음. 전국 47개 중 40개 지방노동청은 자문기구인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음. 올해 8월 기준 전담 감독관은 51명.
(여성신문, 10/4)
- 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은 전체 근로감독관 1,450명의 3%에 불과함.

3. 직장내 성희롱 쟁점 검토
□ 직장내 성희롱, 법과 현실의 간극
○ ‘직장내 성희롱 규제 20년’이란 말이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는 것이 가장 문제임.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과 처리에 관
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노동 행정 현실을 보면 기대
하기 어려운 것이 법과 현실의 간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
-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권리구제 미흡, 사후 근로감독 전무 등 성인지적
근로감독 행정체계 미흡을 포함해 직장내 성희롱 시정 및 권리구제 제도 전반이 법
취지대로 성차별 금지를 통해 안전하게 일할 환경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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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임.
- 성희롱을 성차별로 인식하고 가해자-피해자 구도가 아니라 성차별 노동의 문제
로 파악하고 채용, 배치, 승진, 위계적 조직문화 등 성평등노동의 맥락에서 파악하
는 것이 중요.
□ ‘성희롱 규제 20년’ 발제의 성희롱 성립요건 중 ‘성적 언동’에 대하여
○ 성희롱 규제 역사와 쟁점을 훑어보는데 큰 도움 되었음.
○ 발제자는 성적 언동에 성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아니면 정형화된 성별 분
리관념을 포함한 성에 기반한 것까지 포함할 것인가 질문함.
-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의 반영을 통한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적 형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성적 언동을 성성과 관련
된 언동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 제시함.
-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은 수당 더 줘야한다. 직원들이 눈호강하게 해주니까” “예
쁜 여자는 공공재라서 냅둬야 한다.”는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동이나
행위는 아니나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 발언으로 성차별적 발언임.
-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성적 언동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거한 성역할 강요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직장내 성희롱 국제제도 개선방안’ 노동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
하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행위의 징벌, 예방, 교육(위하효과)에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적 복수를 대신하는 수단이 되면서 불법행위자 징벌과 유사한 불법행위
의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게 함.
- 성희롱 피해자들은 일단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한다 해도 사건을 공개하고 다툼을 벌여 얻을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
지 않을 수 없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해 심리적 트라우마, 퇴사로 인해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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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상과 피해를 입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불법행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매
우 매력적인 제도임.
- 근로자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비재산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독일 손해배상 제도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점수 조작
으로 여성면접자를 탈락시킨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이럴 때 피해자인 여성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피해자가 고용되었더라면 얻었을 편익을 계산하여 위자료 청구
하는 것이 필요하나 고평법에서는 채용성차별에 대해 500만원 벌금에 해당될 뿐임.
○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조사 및 판단, 배상제도 도입 시 배상명령을 내리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방안 고려 제안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성차별이
만연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를 통합적
으로 다루자는 의견에 동의함.
-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성희롱·성차별 시
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동의함. 근로감독관의 성희롱 조사 및 판단에서의 전문성
부족 해결방안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됨.
- 현행 노동위원회의 보수적이고 퇴행적 판결을 보면 전문위원회 구성이 관건임.
□ ‘성희롱 규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에 대하여
○ 성희롱 구성 요건으로 모욕감, 혐오감 대신 원치 않는 위험, 적대, 비하, 굴욕,
모욕적인 환경으로 재구조화하자는 의견에 찬성함.
-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TF에서 성희롱 개념을 피해자의 주관적 감
정에 기초하여 정의하기보다 행위자의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
제를 명확히 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혐오감에 대
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법률
상으로는 기존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을 통합하여 별도법 제정을 제안하였음.
- 발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는데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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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 여성비정규직
□ 급증하는 플랫폼노동자, 방문노동자, 방송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98 국가인권위원회·한국젠더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5차 젠더와 입법포럼

[토론 4]
성희롱 문제는 결국 성평등의 문제

최혜령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장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차별시정 일원화 방침에 따라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계된 후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
롱 사건은 약 3,000건 정도로, 근래에는 연 250건 전후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실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비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정 정도의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성희롱 진정사건을 담
당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기회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 접수되는 성희롱 진정사건들에서 크게 피해자들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까
지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등 성희롱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과 성희롱 행위와 별개
로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합니다.

우선 전자의 현상은 2018년 미투운동 경험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피해
자(인권위 진정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업무공간에서의 호칭 문제(커피를 대
접하는 여성 직원에게 ‘마담’이라고 부르거나 아가씨라고 부르는 행위 등), 업무 분장의
문제(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수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 복장 관리의
문제(여성 직원에게 짧은 치마나 특정 색상의 스타킹을 착용하도록 지시 등) 등 과거
에는 성차별이라고 인식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성희롱’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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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국가인권위
원회법상 성희롱 구성 요건 불비 등), 일반 국민들이의 성희롱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성적
굴욕감’보다는 ‘원치 않는’에, ‘고용상 불이익’보다는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모욕
적 환경의 조성’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반대로 가해자 그룹의 인식은 14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매년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그룹과 가해자로 지목되는 그룹의 성인지 감수성의
간극은 매우 큽니다. 피해자들이 직장을 이탈하는 문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가해자-피해자 간의
인식 차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 피해자들의 직장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성희롱뿐 아니라 ‘2차 피해(혹은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사건 수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직접 피해 이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로 사건에 대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피해”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피해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성희롱 발생
이후 모든 불이익(혹은 불만)을 2차 피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이 수년에
걸친 경우도 있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 조사담당
자의 사실 확인 과정에 대해서도 2차 피해 주장이 종종 제기되어 피해자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시 2차 피해의 개념과 범위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롱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법률로 규
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된 지금, 현행 성희롱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이 성희롱 예방 및
해결에 적합하였는지, 그간의 성희롱 성폭력 해결 방식이 피해자의 일상성 회복에 도
움이 되었는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해결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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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희롱 등은 표면적으로는 ‘성적 언동’의 외피를 입었으나 본질은 권력관계의
불평등에서 오는 인격권 침해 내지는 괴롭힘이라는 원론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조직일수록 성희롱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발생한 경우에도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 실제로 확인하게 되기 때
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년시절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
디다고 생각되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부처가 협의하여 아동 청소년기부터 인권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로드맵을 설계
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성희롱 구제조치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장 이탈 방지 혹은 근로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연구입니다. 또 내년에는 ‘성희롱 국민인식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
연 무엇을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사회, 국
민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성희롱 피
해의 조사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문가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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