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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영･김효정･신수정･이영희･정다은(2020).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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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개설 이후
약 1년간 성희롱 사례는 910여건, 성차별 사례는 약 4개월 간 122여건이 제보
되었습니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신고사례들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대규모의 신고사례들은 ‘과거에도 노동청 신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했음에도 익명신고센터에 폭발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혹은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무엇을
기대하며 신고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
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의 신고체계를
검토하고, 접수된 사건의 실태 및 기업 내 처리결과와 고용노동청을 통한 처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익명신고센터와 성희롱･성차별 근로감독
행정 연계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방안 및 향후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사건에 대한 전문화
된 감독관 체계 마련 및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행정지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직장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고견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신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대책이
발표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였음.
- 신고센터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간 성희롱은
약 910여건, 성차별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122건이 제보되었음.
○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의 큰 규모는 ‘과거에도 고용노동청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했음에도 익명신고센터에 폭발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센터에 무엇을 기대하며 신고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 계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실태 및 처리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의 구제절차와 어떤 차이점 및 장점이 있는지, 향후 개선 지점이 무엇
인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사례분석을 통해 성희롱․성차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접수된 사건의 기업 내 처리결과 및 고용노동청을 통한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익명신고센터의 성희롱･성차별 해소 효과 점검 및 개선필요
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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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 현행 성희롱･성차별 신고체계의 검토를 위해 고용노동부 내 기존 신고
경로 현황 및 실적, 근로감독행정과의 연계방식 등 검토, 타 부처 신고
센터 운영 현황 및 비교, 온라인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와 기존
신고 경로와의 차이점 등을 확인하였음.
○ 신고사건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을 위해 주관식으로 작성된 신고내용을
주요 분석사항에 따라 코딩한 결과물에 대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익명신고센터와 성희롱･성차별 근로감독행정 연계 실태 점검 및 개선필요
지점 파악을 위해 담당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방식과 결과를 세분화
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의 효과 점검
하였음. 또한 담당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방식과 결과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의 효과성 점검을
수행하였음.
○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연계 강화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으며
지도･감독이 성희롱 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한 직장문화로의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등 기준마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익명신고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하였음.

3. 연구 방법
○ 익명신고센터의 의의, 효과성, 개선방안 등 관련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수행.
○ 주관식으로 작성된 신고내용을 성희롱･성차별 또는 여성노동 관련 전문가가
읽고 코딩작업 진행 후 데이터를 양적 분석하는 등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내용 및 처리결과의 양적 분석 시행.
○ 신고센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익명신고센터 사건 담당 근로
감독관 대상 심층면접 진행 등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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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한계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수행하는 통상의
실태조사와 달리, 본 연구결과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거나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함.

Ⅱ. 익명신고센터 운영현황
1. 익명신고센터의 개관
○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
들은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사건을 진정하고, 고용노동부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8일부터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요약 표 1> 익명신고센터 작성 항목
구분

내용

필수 작성
항목

-

피해자 연령 및 고용형태, 신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희롱 발생 시간, 장소, 유형 및 구체적 내용
가해자의 소속, 직위, 연령
사업장명, 소재지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신청 여부, 사업장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신청 여부

선택 작성
항목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소
- 가해자에 대한 회사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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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신고센터의 운영 총괄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고, 개별 사건처리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함.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처리하는 방식임.
○ 사후조치 관련 방침은 익명 신고 사건 처리지침의 특징임.
- 사건 종결 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지원이나 사업장의
조직문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이나 사업주에게 적극 안내할 수 있음. 또한 신고 사실로 인하여
2차 가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가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청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SMS가 발송됨.

2. 다른 신고창구와의 비교
가. 고용노동부 내부
○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법령
위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법령 위반 등에 진정을 접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도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진정 사건은 사실관계 조사, 법 위반 사항 확인, 시정지시 등의 흐름
으로 처리되는데, 성희롱 진정도 큰 틀에 있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됨.
○ 근로감독 청원
- 근로감독 청원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 해당하며, 진정
접수는 근로감독 청원 서식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됨.
청원권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며 실명 요청이 원칙이지만
익명도 가능함.
○ 진정 및 근로감독 청원 절차와 익명신고센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본질적으로 어느 창구를 이용하든 해당 지방 고용노동청이 신고를 접수
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함. 다만, 익명신고도 가능한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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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절차와 차이를 보임. 또한 진정이나 근로감독청원은 모든 노동
법령 위반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성희롱･성차별에 특화된
감독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나. 고용노동부 외부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신고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이며 상담은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신고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 신고인이 신청 시 사건발생기관 혹은 상급기관에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 조직문화개선 컨설팅(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탁)을 실시하여 사건
처리를 지원함.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권한으로 조치
요청 공문 발송과 컨설팅 실시가 가능하지만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
또는 현장점검 권한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신고 대상은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소방, 경찰)이며, 상담은 인사
혁신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함.
-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익명상담을 통해 신고인과 피해자에게 처리
절차 및 지원방안을 안내할 수 있으며 조사 등 공식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실명으로 조사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며
인사혁신처는 해당 부처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심의를 진행하고, 필요 시
직접 조사･인사 감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만 관할할 수 있고, 피해자가 국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신고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대학, 교육부 소관 기관이며, 상담은
전화로만 가능하고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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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따라 피해자･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명 신고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안처리는 하지 않고 교육청･학교에 단순통보 조치하여 학교 운영에
참고하도록 함.
- 교육부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한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사건을 직접 조사･징계하지 않으며, 사안의 심각성 및 학교의 은폐･
축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안 조사 여부 및 징계 의결 요청 여부를
결정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 신고 대상 사업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대학,
민간을 포함한다. 상담 및 신고는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공공/민간
소속, 피해자/조력자, 사건처리 담당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익명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지원센터’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고대상 기관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조치요청 공문 발송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컨설팅 실시로 제한됨.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은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 또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Ⅲ. 신고사건의 분석
1.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 결과
○ 성희롱 신고사건의 분석을 위해 주관식으로 작성된 신고내용을 분석틀에
따라 코딩한 결과물에 대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신고사건을
분석한 틀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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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2>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틀
구분

분석 내용

사업장

지역, 공공/민간기업 여부, 사업장 규모(검토 필요)

가해자

가해자의 성별 및 지위

피해자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고용형태, 수습생, 인턴, 구직자 여부

사건의 유형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 유형

사건처리
(기업 내)

회사의 조치 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컨설팅 신청
여부, 신고센터 접수 이후 처리 결과

사건처리
(근로감독)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결과, 행정지도 또는 시정지시의 유형별 분류

2차 가해

2차 가해 발생 여부

사전 조치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 익명신고센터에 1년 동안(’19.3.8.~’20.3.7.) 접수된 579건의 성희롱
신고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사업장 특성
- 서울(34.7%), 경기(23.8%) 지역에 전체 신고 발생 사업장의 58.5%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천(5.4%), 부산(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장 성격을 살펴보면, 공공 30건(5.2%), 민간 549건(94.8%)으로
민간기업에서의 신고 건수가 크게 높았음.
-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사업장
으로 총 168건(29.0%)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79건(13.6%),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78건(13.5%), 300인 이상 사업장 50건
(8.6%) 순으로 나타남.
○ 가해자의 특성
- 전체 579건의 신고 사례 중 가해자가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6건인
90.8%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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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고, 남성으로 추측
되는 경우(11.2%)를 포함하면 남성의 가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해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상사이거나 임원인 경우가 4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업주(22.3%), 대표이사(6.9%),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6.9%) 순으로 조사되었음. 80%에 가까운 신고 건수의 가해자는
사업주, 대표이사, 임원, 상사 등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었음.
○ 피해자의 특성
- 피해자의 숫자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8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원교육이나 회의에서 성희롱 언동을 하여 직원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가 3.1%, 피해자가 2명인 경우가 2.8%,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가 1.4%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74.1%)과 여성으로 추측되는 경우(7.8%)가 전체
신고건수의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남성(8.1%) 또는
남성으로 추측되는 경우(0.3%)의 비율도 확인됨.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성별을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에는
남성 또는 남성으로 추측되는 자, 피해자의 성별에는 여성 또는 여성
으로 추측되는 자가 포함된 경우가 전체 사례의 72.5%를 차지하였음.
-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연령 확인 불가 사례를 제외하면 20대에
피해를 경험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13.8%), 40대
(5.4%), 50대(2.8%), 10대(1.6%), 60대(0.2%)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0.6%), 다음으로
시간제(9.8%), 계약직(5.5%), 파견 또는 용역(2.9%), 기타(2.4%) 순으로
나타남.
○ 성희롱 사건의 양태
- 성희롱 행위의 발생 빈도의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3.2%로 가장 높았고,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도 25.0%로 나타남.
- 성희롱 사건은 업무시간 중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가 61.7%로 가장

viii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식시간이나 회식 후(29.2%)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높았음.
- 사건 발생 장소로는 근무장소가 66.5%로 가장 빈번했고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식･사내 체육대회･워크숍(26.3%), 회사와
무관한 외부장소(10.4%), 기타의 장소(5.2%), 출장 장소(1.0%) 등의
순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음.
- 성희롱 양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을 한 경우와
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각각 43.7%와 34.9%로
가장 높았으며 추행(26.4%),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22.6%),
사적 만남의 강요 내지는 요구(12.3%), 기타(11.6%)의 순으로 나타
났음.
○ 피해자의 대응
-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가 성희롱 발생에 대응한 경우 또는 회사의
성희롱 고충 처리기구나 인사팀, 상사 등에게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았으며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한 경우(12.1%), 희사에
신고하지 않고 상사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5.4%), 동료
에게 상담하거나 하소연한 경우(3.1%)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장의 성격 및 규모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확인 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음. 한편 민간
기업의 경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회사의 대응
- 전체 579건 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건수는 61건으로 전체의
10.5%이나, 이 중 16건의 사례에서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확인불가 및 부적절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신고건수
중 23.8%에서 성희롱 조사 처리 과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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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고(9.7%), 회사가 화해를 억지로 종용하는(2.6%) 경우,
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2자 또는 3자 대면 명목으로 직접 대면케
하는 경우(2.2%),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이 사건에 대해 누설하는
경우(2.2%)도 있었음.
- 확인불가와 2차 가해가 없었다는 응답을 제외한 신고건수 중 16.2%
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
하거나 악성 소문을 내는 경우(4.1%), 동료들이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형태로 따돌리는 경우(3.8%),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는 경우(2.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경우 회사가 성희롱 발생 이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는 4.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경험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41건)만이 불리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함.
해고를 경험한 경우가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해자와 동일한 부서/팀으로 계속 배치한 경우(7.1%), 부당한 업무
변경이나 부서변경을 경험한 경우(4.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 전체 신고 사례의 33.7%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발견되었음.
또한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도
확인됨
○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
- 전체의 59.8%에서 실명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실명 신고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81.7%로 가장
높았고, 동료가 대신 신고한 경우도 11.9%로 나타났음.
-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징계 처벌 등 법적 조치(21.6%)에
대해서 가장 높은 요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발방지 교육 실시
(10.2%), 사건에 대한 조사(8.3%), 상담 및 문의(1.4%) 순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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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답변일’ 확인이 가능한 사례 200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38.5일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579건의 신고 사례 중, 근로감독관이 실태조사 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고 언급된 경우는 각각 18건(3.1%)과 25건(4.3%)에
그침. 이는 익명신고센터의 특성상 신고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조사의
필요성 없음이 명확한 신고내용이 많아서 실태조사와 사업장 감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전체의 21.8%에 해당하는 126건의 사례에서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가
실시되었다고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희롱 신고사건에 대한
행정지도가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줌.
- 사건처리 근로감독관이 남녀고용평등 전담감독관이었던 경우는 총
270건으로 전체 분석 사례의 46.6%임. 성희롱･성차별 전담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임에도 비전담감독관이 담당한 사례가
50%를 넘는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임.
○ 기타
- 성희롱 신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166개로 전체의 28.7%를 차지하였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총 개수는 173개(29.9%)지만, 그 중 77건에 대한
응답자들은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전체 신고 건수의 61.7%인 357건의 사례에서 컨설팅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컨설팅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제로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시되기 어려움. 따라서
더 중요한 정보는 감독관이 컨설팅을 권했는지, 사업주가 실제로 신청
했는지에 대한 통계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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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차별 신고사건 분석 결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19.3.5.~’20.3.7의 기간 동안 접수된 189건의 신고 사례를 분석 대상
으로 하였으며 분석 틀은 아래 <요약 표 3>과 같음.
<요약 표 3> 성차별 신고사건 분석틀
구분
사업장

분석 내용
지역, 공공/민간기업 여부, 사업장 규모(검토 필요)

차별 영역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근로계약 종료, 교육훈련, 성차별적 언동
(성희롱 제외)

차별 사유

성별,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양립제도 사용, 혼인 여부, 가족상 지위 등

차별 유형

명시적 직접차별/ 간접차별 해당 여부

사건 처리
(기업 내)

사내 고충제기 여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의 지원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사건처리
(근로감독)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결과, 행정지도 또는 시정지시의 유형별 분류

○ 사업장의 특성
- 서울(40.2%), 경기(23.3%) 지역에 전체 신고 발생 사업장의 63.5%가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8.5%), 대전(4,8%), 대구, 광주 각 3.2% 등의
순으로 분포함.
- 민간기업의 비율이 96.3%로 전체 189개 신고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31.8%),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6%), 300인 이상
사업장(16.4%), 5인 미만 사업장(11.1%)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의 특성
-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43.4%)과 여성으로 추측되는 경우(13.8%)가
남성(7.4%) 또는 남성으로 추측되는 경우(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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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불가 및 기타의 사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전체의 11.6%였으며 계약직(2.6%), 시간제(1.1%), 파견,
용역직(1.1%) 순으로 조사됨. 한편 구직자라는 응답이 63건(33.3%)
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피해자가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를 신고
하였음.
○ 고용차별의 양태
- 모집공고 등에서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34.4%), 다음
으로 채용(30.2%), 배치(21.2%), 면접과정(19.0%), 승진(13.8%), 임금
(12.7%) 등에서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모성보호나 일･생활양립 제도와 관련한 차별도 상당 부분 발견되어
모성보호나 일･생활양립 제도의 신청이 불허된 경우, 제도의 신청 또는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거나, 비난 또는 괴롭힘을 경험한 사례를 모두
합산하면 총 13.7%의 사례에서 모성보호나 일･생활양립 제도와 관련한
차별 양상이 확인됨.
- 성차별이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차별 유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16건으로 높게 나타남.
- 사업장 성격과 관계없이, 모집공고, 채용 등에서의 차별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업무에 불필요한
체격, 용모 조건, 체중 등에 관한 질문이나,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
적인 언사나 몸짓을 경험하는 등 보다 노골적인 차별 양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과
함께, 고용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승진, 배치 등에서의 차별도 상당수
신고되었음.
○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
- 성희롱 신고의 경우 전체의 60%가 실명으로 신고되어 익명 신고율보다
높았으나, 성차별 신고의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비율(56.6%)이 실명
신고율(43.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성차별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징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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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적조치(13.2%)으로 나타남.
- 전체 189건의 사례 중, 총 10건(5.3%)의 신고 사례가 진정 사건으로
접수, 진행되었음. 진정 절차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 관련 신고 의지가 강력한 사례이거나, 성차별임이 명확한
경우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진정 사건으로 전환된 비율은 성희롱 신고
(23.3%)에 비하여 상당히 낮음.
- 전체 189건의 사례 중, 사업장 대상 실태조사 실시가 언급된 경우는
없었는데 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 처리지침에서도 성희롱 처리지침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시된
사례는 확인 할 수 없었음. 또한 사업장 감독은 총 8건(4.3%)의 신고
사례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남.
- 성차별 사건 또한 성희롱 사건과 동일하게 ‘답변일’ 확인이 가능한 분석
대상 사례 56건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0.7일으로 성희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짧았음.
-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 행정지도나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43.4%),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된 비율이
높은 것은, 모집공고 등과 같은 명시적인 차별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
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3. 근로감독관의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처리 경험
○ 근로감독관 면접 조사의 개요
- 근로감독관 대상 면접은 아래와 같이 총 7명의 성희롱･성차별 익명
신고센터 접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2회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면접 조사는 익명신고센터 신고사건의 실제 처리
현황과 의의, 개선의견 등을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됨.
○ 면접조사 결과
- 1년간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 규모는 소속 지역과 전담근로감독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 건 수에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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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익명신고센터는 기존의 진정 절차나 근로감독청원 절차와 달리 익명
으로 신고하여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또한 익명
신고센터 설치 이전에는 실명신고 건만 접수되기에 근로감독관용
사건 의 사건 정보화시스템인 노사누리에 익명신고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익명신고센터 설치 이후로는 노사누리에 익명신고
사건 정보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 고용노동청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과 기존의 진정 사건은 각기 다른 지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기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감독관들은 익명신고센터는 진정절차와 달리 익명신고가 가능
하기 때문에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고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과
성희롱･성차별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갖추지 못한 신고내용이 남발되는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답하였음.
- 신고인들은 고용평등상담실처럼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곤 하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
판단해야 하는 감독관의 역할 상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음.
- 또한 성희롱 신고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성희롱 관련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과태료 등에 대해 안내하면 인식 개선의 효과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임. 특히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음. 다만, 전담근로감독관이
있어서 현장 방문할 여력이 있는 고용노동청은 적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확인되었음.
- 익명신고센터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지침에서는 행정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실무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또한 기존의 사업장 감독이라 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 전반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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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성희롱이나 성차별 혐의만을 이유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익명신고센터의 차별성과 장점은 전담근로감독관이라는 구조적 뒷받침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런데 고용노동청마다 성희롱･
성차별 전담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지정되어 있으나, 임금체불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고 이 업무에만 전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담감독관은
1개 청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음.
- 또한 지방의 경우 성희롱･성차별 신고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담근로감독관제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며 직장 괴롭힘 사건과 연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운영한다면 인력 배치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또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심리치유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연결한 사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담감독관제가 운영되는 청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수 없었음.

Ⅳ. 익명신고센터 개선방안
1. 익명신고센터의 의의
○ 익명신고센터는 다른 부처에서 설치한 신고센터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감독,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음. 또한 진정, 근로감독 청원 등 고용노동부 내부의 기존 신고창구와
비교하면 첫째, 익명 신고일지라도 근로감독관의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
둘째, 신고된 사업장은 다음 연도 고용평등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되어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신고인에게 2차 가해 관련
모니터링, 심리치유나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의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기존 진정 절차로 신고된 사건의 경우 접수 건수와 처리현황 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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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작성되어 관리된 반면, 익명신고센터 신고사건은 사건의 세부
유형 및 세부 조치 결과, 심리치유지원 사업 신청 여부 등을 담당 과에서
통계로 관리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익명신고센터의 이러한 특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익명신고센터의
목적인 ‘성희롱･성차별의 실효성 있는 구제’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2. 개선방안
○ 익명신고센터의 주요 특징인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 익명 및 제3자
신고의 조사,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의 강화, 강제성 있는 시정조치의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한 결과 그 한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담근로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청을 제외하고는 성희롱･성차별 사건만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인원이 배치된 곳이 확인되지 않았음. 임금체불 등 다른 사건을 담당
하면서는 성희롱･성차별 사건처리 관련 전문성을 축적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재진정이 들어올 경우 기존
담당자는 제척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청당 2명의 전담감독관이
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인력이 부족한 청의 경우 직장 괴롭힘 사건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성희롱･
성차별 전담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임에도
비전담감독관이 담당한 사례가 50%를 넘는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익명신고센터가 표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은 기존의 근로‘감독’
상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성희롱･성차별
신고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전담
근로감독관의 역할에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를 위한 지도’가 포함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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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는 것임.
○ 또한 성희롱･성차별 신고에 대하여 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
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지도와 감독의 사례를
정리하여 감독관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성차별 신고사건의 처리기준이 성차별에 비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다양한 성차별 신고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후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익명신고센터 운영 관련 개선해야 할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고내용 중 꼭 입력되도록 장려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함. 피해자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 결과를 입력함에 있어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희롱
또는 성차별로 인정했는지 여부, 시정기간 14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한
경우인지 등의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노동위원회가 관련 구제 주체로
역할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본부에 설치된 익명신고센터의 유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역할이나 기능의 변화가 필요한지, 지방고용노동청
에서는 사건의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음.

연구성과 목록 주제 분류: 노동･고용, 성희롱, 차별
주제어: 성희롱,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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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대책이 발표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이 신고센터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년 3월
부터 약 1년간 성희롱은 약 910여건, ′18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성차별은
총 122건이 접수되었다.1) 이러한 신고 건수는 미투운동 이전 노동청에 접수
된 성희롱･성차별 신고 건수나 연간 에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구미영 외, 2019:1-3).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의 규모는 ‘과거에도 고용노동청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했음에도 익명신고센터에 폭발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무엇을 기대하며 신고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 계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미투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와 여성들 간의 연대가 피해자들
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대규모 신고 건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시스템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는 성희롱 금지
및 예방, 피해구제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 이미 사업주의
조치 의무, 불이익금지 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법과 제도가 장식에 그쳐버리고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2019.6.2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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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 및 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가 낮아져 신고하지 않는 악순환이 형성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로 인한 기업 내 종사자에
대한 예방적 효과’라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 익명
신고센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실태
및 처리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의 구제절차와 어떤 차이점 및 장점이 있는지,
향후 개선 지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익명신고센터에 접수
된 신고 사례들은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
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접수된 사건의 기업 내 처리결과 및 고용노동청을 통한 처리결과를 분석
하여 익명신고센터의 성희롱･성차별 해소 효과 점검 및 개선필요 지점
제시
-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사례분석을 통해 성희롱･
성차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 익명 성희롱･성차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와
사건 처리 결과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첫째, 현행 성희롱･성차별 신고체계의 검토를 위해 고용노동부 내 기존
신고경로 현황 및 실적, 근로감독행정과의 연계방식 등 검토, 타 부처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비교, 온라인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와 기존 신고 경로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고사건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을 위해 주관식으로 작성된 신고내용을
주요 분석사항에 따라 코딩한 결과물에 대하여 양적 분석실시. 사업장 규모,
성희롱･성차별 유형, 신고 방법, 피해자 고용형태, 조치 결과 등의 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한 성희롱･성차별 신고사건 분석틀은 아래 <표 Ⅰ-1>,
<표 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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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틀
구분

분석 내용

사업장

지역, 공공/민간기업 여부, 사업장 규모(검토 필요)

가해자

가해자의 성별 및 지위

피해자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고용형태, 수습생, 인턴, 구직자 여부

사건의 유형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 유형

사건처리
(기업 내)

회사의 조치 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컨설팅 신청
여부, 신고센터 접수 이후 처리 결과

사건처리
(근로감독)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결과, 행정지도 또는 시정지시의 유형별 분류

피해자의
근로지속 여부
사전 조치

2차 가해 발생 여부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표 Ⅰ-2> 성차별 신고사건 분석틀
구분
사업장

분석 내용
지역, 공공/민간기업 여부, 사업장 규모(검토 필요)

차별 영역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근로계약 종료, 교육훈련, 성차별적 언동
(성희롱 제외)

차별 사유

성별,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양립제도 사용, 혼인 여부, 가족상 지위 등

사건처리
(근로감독)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결과, 행정지도 또는 시정지시의 유형별 분류

셋째, 익명신고센터와 성희롱･성차별 근로감독행정 연계 실태 점검 및 개선
필요 지점 파악을 위해 담당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방식과 결과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의 효과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담당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방식과 결과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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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의 효과를 점검하였다.
구미영 외(2019:26)에서 실시한 ′17.3.8.~′18.3.7.의 신고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이 확인되어 행정지도,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경우는 신고사건 전체 717건 중 15.3%에 불과
하였고 또한, 성희롱 사실 확인이 어려워 예방교육 실시, 고충처리 절차 수립,
직장문화 개선 관련 행정지도를 한 경우가 19.4%에 달하였다.
<표 Ⅰ-3>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중복응답)
구분

%(건)

(1) 조사 중

11.2

(2) 단순문의라 안내 종결

0.7

(3) 성희롱이 확인되어 행정지도,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

15.3

(4) 예방교육 실시, 고충처리 절차 수립, 직장문화 개선 관련 행정지도

19.4

(5) 성희롱 사실 확인이 어려워 종결

2.8

(6) 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재판진행 중 등의 사유로 타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종결

4.7

(7) 확인 불가

20.6

(8) 피해자가 신고취하 또는 처벌 의사 없다고 하거나 연락이 안 되어 종결

21.6

(9) 검찰 송치

0.3

(10) 기타

11.4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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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미영 외, 2019:26.

위의 <표 Ⅰ-3>에 따르면, 성희롱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20%
가까이 되는데, 신고의 남용으로 인한 결과인지, 근로감독관이 겪는 판단 상
어려움 때문인지 원인 파악이 되지 않는 한계가 보인다. 또한 행정지도와 시정
지시를 한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가해자 조치 요구 여부, 실태조사 요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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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요구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근로감독
행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례 중
상당수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를 사유로 한 것은 아닌지, 성희롱 관련 근로
감독행정이 피해자의 시정 요구에 부응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에서는 ′19년 분석에서 확인된 한계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성희롱, 성차별
신고사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익명신고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연계 강화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으며 지도
감독이 성희롱 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한 직장문화로의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등 기준마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은 여성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실효성 있는 예방 및 피해구제가 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금지규정과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녀
고용평등법」 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행정은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조사, 지도, 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는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식으로 작성된 신고내용을 성희롱･성차별 또는 여성노동 관련
전문가가 읽고 코딩작업 진행 후 데이터를 양적 분석 하는 등 익명신고센터
접수사건 내용 및 처리결과의 양적 분석 시행
둘째, 익명신고센터의 의의, 효과성, 개선방안 등 관련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셋째, 신고센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익명신고센터 사건 담당 근로
감독관 대상 심층면접 진행 등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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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수행하는 통상의 실태
조사와 달리, 본 연구결과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거나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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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신고센터의 개관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 제2절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대하여 규제
하고 있다. 이 법 제2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율될
수 없는 고객 등 제3자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사건을 진정하고, 고용노동부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일련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성희롱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민간부문 대상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되었고(11.14),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11.28)이 연이어 발표되었으며, 2018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밝혔으며, 2018년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다.2)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8일부터 홈페
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3)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7.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 가해자 제재 더 확실
하게.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2020.
10.20.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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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익명성희롱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minwon.moel.go.kr/rptcenter/
regist.do 2020.9.20. 인출

[그림 Ⅱ-1] 익명신고센터 작성 화면의 모습

가. 신고 절차
피해자가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Ⅱ-1> 익명신고센터 작성 항목
구분

내용

필수 작성
항목

-

피해자 연령 및 고용형태, 신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희롱 발생 시간, 장소, 유형 및 구체적 내용
가해자의 소속, 직위, 연령
사업장명, 소재지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신청 여부, 사업장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신청 여부

선택 작성
항목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소
- 가해자에 대한 회사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적정 여부

출처: 자체 작성(익명신고센터 홈페이지(그림 Ⅱ-1)의 내용을 재구성함)

Ⅱ. 익명신고센터 운영현황 ❚ 13

필수 기재사항 중 피해자의 연령, 고용형태, 가해자의 직위, 소속, 연령 등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위계관계나 취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회사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여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적정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예방교육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신청 여부는 여성
가족부가 시행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연계해주기를 원하는지,
사업장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신청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조직문화 점검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성항목 구성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연령, 고용형태, 가해자의 연령 등의
정보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신고내용을 모두 주관식
으로 신고인의 자유기술에만 맡길 경우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필수작성 사항으로 무엇을
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익명신고센터 사건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신고사건 처리 절차4)
익명신고센터의 운영 총괄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고,
개별 사건처리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하면 근로
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처리하는 흐름이다.

4)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2019.9.27)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 지침,
고용노동부(2019.9.27.).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처리 지침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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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10일 이내)
→

신고내용
익명･실명
및
신고
조치사항
→
(고용노동부
검토
본부)
(해당
지방관서)

(신고내용 경미, 행정지도 필요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지도

→

사업장 감독 (30일 이내)
(법 위반 의심, 피해가 중하거나 수차례･
→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추정되는 경우) →
사업장 근로감독,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 또는 사법처리

결과
안내
및
후속
조치

진정 사건 처리 (25일 이내)
→

(사업주의 처벌, 가해자 징계 등을
희망하는 신고) 당사자 조사 실시,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 또는 사법처리

→

출처: 고용노동부(2019.9.27.),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 지침

[그림 Ⅱ-2]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처리 절차
각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전담감독관은 익명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민원통
합관리 시스템에서 사건 담당 감독관을 필수적으로 지정하고, 담당 감독관에게
사건 주요 내용(신고자, 신고내용, 사업장명 등)을 안내한다.5)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면 신고자에게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SMS가 자동 발송된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결과 및 조치내용을 고용평등전담감독관에게 전달하고,
고용평등전담감독관은 민원통합관리 시스템에 이를 입력해야 한다. 사건 처리
결과는 행정지도, 사업장감독, 진정 사건으로 처리, 취하 종결, 기타종결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입력되고 세부조치내용과 사유가 함께 입력된다(고용
노동부, 2019: 156). 신고사건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SMS로 통보된다.
사후조치 관련 방침이 있는 것도 익명 신고 사건 처리지침의 특징이다. 사건
종결 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지원이나 사업장의 조직문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이나 사업
5) 관할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고용평등전담감독관은 해당 지방관서로 사건을 이송
하여야 함.

Ⅱ. 익명신고센터 운영현황 ❚ 15

주에게 적극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사실로 인하여 2차 가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가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청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SMS가 발송된다. 또한 신고된 사업장은 다음 해의
고용평등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근로감독이 실시될 경우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성희롱 신고･조사 등을 이유로 한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2. 다른 신고창구와의 비교
가. 고용노동부 내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창구에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접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있다.

1)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법령 위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법령 위반 등에 진정을 접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노동법 상의 권리 침해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창구라 할
수 있는데, 성희롱 사건도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진정 사건은 사실
관계 조사, 법 위반 사항 확인, 시정지시 등의 흐름으로 처리되는데, 성희롱
진정도 큰 틀에 있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
진정 사건의 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 Ⅱ-3]과 같다.

16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출처: 김근주 외(2018:40)에서 재인용

[그림 Ⅱ-3] 진정 사건 처리 절차
진정 사건 처리 절차가 성희롱 진정에 적용되어 정리된 처리절차는 아래
[그림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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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2018.6.15.).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지침(여성고용정책과)

[그림 Ⅱ-4] 성희롱 진정 사건 업무처리 흐름도
진정 접수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성희롱･성차별
사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7년부터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선영 외, 2019:63). 익명신고센터에 접수
된 신고 중 일정 부분은 진정 사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018년 접수 건수 중
일부는 익명신고센터 사건과 중복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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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성희롱･성차별 사건 진정 접수 현황
연도

성차별

성희롱

2010

23

174

2011

26

209

2012

18

263

2013

23

371

2014

20

519

2015

43

519

2016

46

556

2017

39

863

2018

100

1372

출처: 박선영 외(2019:63)의 표 III-3을 재구성

2) 근로감독 청원
근로감독 청원권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연합단체, 총연합단체 포함)
이며 실명 요청이 원칙이지만 익명도 가능하다. 근로감독청원이 접수되면,
담당과에서 근로감독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심사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김근주 외, 2018:29).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임검하여 노동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제11조). 따라서 근로감독을 통해서
성희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 청원도 신고
창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진정 및 근로감독 청원 절차와 익명신고센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본질적으로 어느 창구를 이용하든 해당 지방 고용노동청이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익명신고도 가능한지에 있어 진정 절차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진정이나 근로감독청원은 모든 노동법령 위반 신고와 동
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성희롱･성차별에 특화된 감독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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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안내, 2차 가해 관련 메시지 발송 등의 세부
사항이 진정 사건 처리나 근로감독청원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느 창구로 접수된 성희롱 사건이든 필요할 경우 이러한 간접
조치를 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Ⅱ-3> 익명신고센터와 진정 및 근로감독 청원절차 비교
연번 신고 창구

1

익명
신고센터

2

진정

3

근로감독
청원

담당

대상

공공･
민간
고용
근로자
노동청
(공무원
제외)

익명신고의
처리

직접 조치

익명신고도 조사,
처리 가능

조사,
행정지도,
사업장 감독,
과태료 부과,
불가능
시정명령
또는
원칙적으로 실명,
사법처리
예외적으로 가능

간접 조치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심리치유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지침에는
간접적, 사후적
조치 관련 언급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가능함

출처: 자체 작성

나. 고용노동부 외부
미투 운동 이후, 2018년 3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출범하면서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와 함께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관광부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주요 신고센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며
상담은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신고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다. 처리절차는 아래 [그림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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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msv/wsrMain.do 2020.10.20.
인출.

[그림 Ⅱ-5]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사건처리 절차
신고센터는 2018년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 예정이었으
나, 100일간 770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6) 상시 운영으로
바뀌었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만들 예정이다.7)
신고센터는 신고인이 신청 시 사건발생기관 혹은 상급기관에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 조직문화개선 컨설팅(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탁)을 실시하여 사건
처리를 지원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권한으로 조치 요청 공문
발송과 컨설팅 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 또는 현장점검
권한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6)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770건 중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은 240건이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이나 법률･의료지원
등만 요청한 경우가 530건이었다. 신고사건은 성희롱(84건, 35%)보다는 성폭력사건
(156건, 65%)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 92건,
취하･각하･이관 등 단순 종료된 86건이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0). http://www.
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인출일:
2020.10.5.).
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1.6.).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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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대상은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소방, 경찰)이며, 상담은 인사혁신처 홈
페이지,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처리절차는 아래 [그림
Ⅱ-6]과 같다.

익명 신고

조사신청서 작성

익명
인사 신문고 ⇨ 상담 ⇨
전화

피해자 동의 필요
실명 접수

사실확인 및 조사
조치
⇨ ･해당 기관에 조사요청 ⇨
요청
･직접 조사 (필요시)

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5.25.),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11면.

[그림 Ⅱ-6] 인사혁신처 신고센터 사건처리 흐름도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익명상담을 통해 신고인과 피해자에게 처리절차 및
지원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조사 등 공식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실명으로 조사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11).
인사혁신처는 해당 부처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필요 시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인사혁신처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 및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2차 가해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발생 시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11). 인사혁신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심의를 진행하고, 필요 시 직접 조사･인사 감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만 관할할 수 있고, 피해자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11).8)

8) 공무직은 고용노동부로, 지방직은 해당 시･도 및 여성가족부로,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로 이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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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대학, 교육부 소관 기관이며, 상담은 전화로만
가능하고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고 내용 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 Ⅱ-7]과 같다.

일반적
――→
사안
신고
접수

해당기관(교육청 및
해당 기관 자체
대학 등)에
조사결과
→ 조사 및 조사결과 →
→
내용 송부* 및
검토
교육부 통보
신고인에게
조사 요구
조치 경과
*신고자･피해자의
및
비위심각↓미진한
신상정보는 기관으로
결과
안내
경우

미송부 또는 가명처리

―――――――――――――→
조직적 은폐･축소 우려 사안

특별조사 실시

→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5.25.),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12면.

[그림 Ⅱ-7] 교육부 신고센터 사건처리 흐름도
익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소속기관,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장소 및 내용)에는 실명 신고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된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안처리는 하지 않고 교육청･학교에
단순통보 조치하여 학교 운영에 참고하도록 한다.9) 교육부는 직접조사를 실시
하지는 않고,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한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사건을 직접 조사･징계하지 않으며, 사안의
심각성 및 학교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안 조사 여부 및 징계 의결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와
연계하여 합동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12).
아래 표에 따르면 2018.3~2020.7.8.의 기간 동안 교육부 신고센터에는
총 185건이 접수되었다.
9)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moe.go.kr/NewMinwonBoard/
minwon.do?gubun=V2&s=moe&m=011508 인출일: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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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2018.3~2020.7.8.)
구분
연도별

계

2018

초

중

고

대학
(4년제･전문대)

90

13

14

21

42

2019

73

8

14

13

38

2020

22

4

7

11

계

185

25

41

91

28

출처: 권인숙 의원실 보도자료(2020.7.28.).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
185건 중 직권조사 단 1건.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신고 대상 사업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대학, 민간을
포함한다. 상담 및 신고는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
하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5).

사건인지

ㆍ익명 상담
ㆍ신고(여성
가족부)
ㆍ컨설팅,
사건처리
지원단
신청

종합지원분류
회의

ㆍ분류 회의
→ ㆍ협조 요청
(해당기관
주무부처,
신고센터
등)

종결 및
모니터링

종합지원
･ 조치 요청 공문 발송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

･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실시
(사건처리 자문, 고충처리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제언)
･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전수조사 지원, 사건처리 과정
밀착 지원,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과제 설정 지원)

→

ㆍ신고인
결과 안내
ㆍ자문 사항
및 과제
이행 현황
모니터링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5.25.),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5면.

[그림 Ⅱ-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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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9월에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2020년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었다.
종합지원센터는 무료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관 요청 시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처리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사건 발생 기관에서 사건이 신속
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지원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하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자문도 제공한다.1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공공/민간 소속,
피해자/조력자, 사건처리 담당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익명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교육부 신고센터 등 타 부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요청에
따른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할 권한이 있다.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는 신고된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지원센터’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고대상 기관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조치요청 공문 발송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컨설팅
실시로 제한된다.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은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다. 또한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 또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11)
′18.3.8.~′18.12.31.까지 접수된 사례 중 민간 부문 관련 신고사건은 130건,
공공 부분 관련 신고사건은 237건이다(최지나 외, 2018:29). 민간 부문 관련
신고 건수가 공공부문에 비해 적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중 공공부문 대상 111건, 민간부문 대상 2건의 컨설팅위원단 파견을
실시하였다(최지나 외, 2018:44).

10)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홈페이지(2020). https://www.stop.or.kr/html/kor/support/
intro.html(인출일: 2020.10.10.).
11) 이상의 평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전문가와의 자문회의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한 것임.

Ⅱ. 익명신고센터 운영현황 ❚ 25

3. 소결
위의 신고센터들을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는 공공
기관과 민간기업 모두를 포괄한다는 점, 익명신고라 하더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점,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표 Ⅱ-5>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연번

사건처리기관

1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2

(고용노동부)
온라인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3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4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5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출처: 자체 작성

대상

익명신고의
처리

공공･민간

상담 및
조치요청
공문 발송
가능

공공･민간
근로자
(공무원 제외)

익명신고도
조사, 처리
가능

공공

실명 인증
필요

국가공무원
(일반, 외무,
소방, 경찰)

직접 조치

간접 조치
익명 상담,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조사,
행정지도,
사업장 감독,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심리치유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요구 공문
발송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등)

조치요구 공문
(필요시) 직접
발송
실명 신고만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처리
인사감사,
조사 등)
가능
심의
피해자 지원
(상담, 의료)

피･가해자
유치원,
특정이
초･중･고･대 가능한 경우
학교육부
실명 신고와
소관 기관
동일하게
절차 진행

(필요시)
특별감사

조치요구 공문
발송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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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 신고센터와 달리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고용
노동청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고용노동청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시정, 과태
료 부과, 기소의견 송치 등을 할 수 있는 본래의 권한에 바탕한 것이다. 고용
노동부 내 다른 신고창구인 진정, 근로감독 청원 절차와 비교했을 때에는 익명
신고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익명신고센터라는
방식이 성희롱･성차별 신고 관련 피해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고
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익명신고센터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통하여, 이 센터에 신고된 사업장은 다음년도 고용평등점검 대상 사업
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2차 가해 금지 안내, 심리치유
지원 및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연계 등 사후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법 위반 사항의 판단과 시정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진정, 근로감독 절차 및 관련 지침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진정, 고소･고발로 이어져 사건의 공식적 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
진정 절차와 구별된다. 실명 신고와 출석조사의 부담을 지지 않고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희롱･성차별의 신고 문턱을
낮추었다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018~2019년 2년 동안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실명 신고라는 사실을 보건대, 익명신고라는 성격과 차별
성에 한정하여 이 신고센터를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구미영 외,
2019:24). 오히려 실명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하도록 한 것, 고용평등점검 대상
에 포함, 사후조치 관련 근로감독관의 의무 등과 같은 요소가 기존 신고창구와
다르게 인식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민원마당
중 성희롱･성차별 신고창구를 익명신고센터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만든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즉, 고용노동부가 성희롱･성차별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지가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그 지침에 보다 선명하고 구체
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 센터의 특성으로 인식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호응을
12) 다만, 실무에서 근로감독관이 익명신고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의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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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익명신고센터가 최초로 설치된 2018년 3월
무렵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이슈와 관련하여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당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장관 지시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13) 또한 익명신고
센터 설치 후 1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14) 이러한 기민한 대응은 고용노동부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희롱 신고에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노동법이나 근로감독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이 익명신고센터가 기존
신고창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즉, 고용노동부
가 성희롱을 직장 내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
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하였고, 피해자들에게는 익명신고센터가 엄정대응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신고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3.19.). 최근 성희롱, 성차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시사항.
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4.19.).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11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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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으로 작성된 신고내용을 분석틀에 따라 코딩한 결과물에 대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고사건을 분석한 틀은 아래와 같다. 이 분석틀은
’18.3.8.~’19.3.7.의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 사례의 분석틀(구미영 외, 2019)
을 연구진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 것이다.15)
<표 Ⅲ-1>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틀
구분

분석 내용

사업장

지역, 공공/민간기업 여부, 사업장 규모(검토 필요)

가해자

가해자의 성별 및 지위

피해자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고용형태, 수습생, 인턴, 구직자 여부

사건의 유형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 유형

사건처리
(기업 내)

회사의 조치 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컨설팅 신청
여부, 신고센터 접수 이후 처리 결과

사건처리
(근로감독)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결과, 행정지도 또는 시정지시의 유형별 분류

2차 가해

2차 가해 발생 여부

사전 조치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15) 분석틀과 각 문항별 보기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석결과를 2019년
분석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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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성차별 신고사건 분석틀
구분
사업장

분석 내용
지역, 공공/민간기업 여부, 사업장 규모(검토 필요)

차별 영역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근로계약 종료, 교육훈련, 성차별적 언동
(성희롱 제외)

차별 사유

성별,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양립제도 사용, 혼인 여부, 가족상 지위 등

차별 유형

명시적 직접차별/ 간접차별 해당 여부

사건 처리
(기업 내)

사내 고충제기 여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의 지원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사건처리
(근로감독)

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 결과, 행정지도 또는 시정지시의 유형별 분류

1. 성희롱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결과
익명신고센터에 1년 동안(’19.3.8.~’20.3.7.) 접수된 579건의 신고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총 88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건, 성희롱이 아닌 다른 민원임이 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한 579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신고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미투운동이 절정이던 2018~2019년에 비해 성
희롱 신고 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사업장의 특성
1) 사업장 소재지의 분포
서울(34.7%), 경기(23.8%) 지역에 전체 신고 발생 사업장의 58.5%가 집중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인천(5.4%), 부산(5.2%), 대구(4,5%), 충북(3.8%), 광주
(3.6%) 등의 순으로 분포한다. 이는 서울, 경기 지역의 인구 및 사업장 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아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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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관할 지방관서
구분

빈도

%

(1) 서울

201

34.7%

(2) 부산

30

5.2%

(3) 대구

26

4.5%

(4) 인천

31

5.4%

(5) 광주

21

3.6%

(6) 대전

11

1.9%

(7) 울산

5

0.9%

(8) 경기

138

23.8%

(9) 강원

10

1.7%

(10) 충북

22

3.8%

(11) 충남

17

2.9%

(12) 전북

8

1.4%

(13) 전남

9

1.6%

(14) 경북

17

2.9%

(15) 경남

17

2.9%

(16) 제주

7

1.2%

(17) 본부

9

1.6%

579

100.0%

총계

2) 사업장 성격 및 규모
전체 579개 신고 건수의 사업장 성격을 살펴보면, 공공 30건(5.2%), 민간
549건(94.8%)으로 민간기업에서의 신고 건수가 크게 높았다.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취업자가 9.1%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신고 건수가 낮은 비율인 것
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16) 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고충처리
절차, 징계 기준 관련하여 민간기업보다 엄격한 규율과 관리를 받기 때문에 상대
16) 통계청 보도자료(2020.2.6.).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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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신고 건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간기업 중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장은 전체 민간기업의 31.7%(549건
중 174건)이며, 그 외 375개의 민간 사업장은 사업장 성격 및 규모가 모두 확인
되었다.17)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으로 총 168건(29.0%)의 신고 건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5인 미만 사
업장 79건(13.6%),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78건(13.5%), 300인 이상
사업장 50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업장 규모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인 불가인 사업장도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다.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규모가 전체의 63.1%인
것18)을 고려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신고가 42.6%에 달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표 Ⅲ-4> 사업장 성격 및 규모
구분

(1) 공공부문

빈도

%

① 중앙부처

2

0.3

② 지자체

2

0.3

③ 공기업

7

1.2

④ 공공기관

11

1.9

⑤ 초･중･고･대학교

8

1.4

30

5.2%

① 5인 미만

81

14.0

② 5인 이상~50인 미만

165

28.5

③ 50인 이상~300인 미만

79

13.6

④ 300인 이상

50

8.6

⑤ 규모 확인 불가

174

30.1

549

94.8%

579

100.0%

소계

(2) 민간기업

소계
총계

17) 사업장 규모 등 필수입력 사항이 아닌 항목의 경우 확인 불가가 일정 비율 나타
난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하의 분석결과를 읽을 필요가 있다.
18)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18&tblId=DT_118N_SAUP50 (인출일: 2020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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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해자의 특성
1) 가해자의 수
전체 579건의 신고 사례 중 가해자가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6건인
9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2명인 경우(5.0%), 3명인 경우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확한 가해자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12건
으로 전체의 2.1%로 나타났다. 복수의 사람이 성희롱 언동을 행한 경우보다는
한 명이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태를 보여준다.
<표 Ⅲ-5> 가해자의 숫자
구분

빈도

%

(1) 1명

526

90.8%

(2) 2명

29

5.0%

(3) 3명

7

1.2%

(4) 4명

2

0.3%

(5) 5명 이상

3

0.5%

(6) 확인 불가

12

2.1%

579

100.0%

총계

2) 가해자의 성별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를 고려하여 중복응답으로 가해자의 성별을 조사하였
으나,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는 2건으로 드물었다.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고, 남성으로 추측되는 경우는 11.2%이다. 가해자가 여성
이라는 응답과 여성으로 추측된다는 응답은 각각 6.2%와 0.9%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1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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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가해자의 성별(중복응답)
구분

%(건)

(1) 확인 불가

10.9%

(2) 남성

71.2%

(3) 남성으로 추측됨

11.2%

(4) 여성

6.2%

(5) 여성으로 추측됨

0.9%

총계

579

3) 가해자의 직위 및 소속
가해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상사이거나 임원인 경우가 47.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주(22.3%), 대표이사(6.9%),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6.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직원, 동료, 동일직급의 가해자인 경우(9.7%)와 가해자의
직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10.7%)를 제외한 80%에 가까운 신고 건수의
가해자는 사업주, 대표이사, 임원, 상사 등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었다. 또한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가해자이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더
취약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29.2%에 달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표 Ⅲ-7> 가해자의 직위(중복응답)
구분

%(건)

(1) 일반직원 내지 동료, 동일직급(직위)

9.7%

(2) 사업주

22.3%

(3) 대표이사

6.9%

(4)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6.9%

(5) 직속상사 등 상위직급

47.3%

(6) 확인 불가

10.7%
총계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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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소속으로는 피해자가 속한 회사 소속인 경우가 전체 579건 중
533건(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원청회사(7건, 1.2%) 또는 하청회사(3건,
0.5%)인 경우도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확인되었다. 기타 가해자로는 연구교수,
외부 강사,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 사장의 배우자 등이 있었고, 구인
합격통보를 한 사업자, 면접 보려 했던 회사의 관계자 등 구직 과정에서 발생
하는 성희롱 문제도 신고되었다.
<표 Ⅲ-8> 가해자 소속
구분

빈도

%

(1) 피해자가 속한 회사

533

92.1%

(2) 피해자의 원청회사

7

1.2%

(3) 회사로부터 하청받은 회사

3

0.5%

(4) 고객, 민원인 등

6

1.0%

(5) 확인 불가

21

3.6%

(6) 기타

9

1.6%

579

100.0%

총계

다. 피해자의 특성
1) 피해자의 수
복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적인 언동을 한 경우의 비율을 알기 위하여
피해자의 숫자를 분석하여 보았다. 피해자의 숫자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8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원교육이나 회의에서 성희롱 언동을 하여
직원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가 3.1%, 피해자가 2명인 경우가 2.8%,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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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피해자의 숫자
구분

빈도

%

(1) 1명

485

83.8%

(2) 2명

16

2.8%

(3) 3명

6

1.0%

(4) 4명

4

0.7%

(5) 5명 이상

8

1.4%

(6)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

18

3.1%

(7) 확인 불가

42

7.3%

579

100.0

총계

2) 피해자의 성별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를 고려하여 중복응답으로 가해자의 성별을 조사하였고,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는 5건이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74.1%)이거나 여성
으로 추측되는 경우(7.8%)가 전체 신고 건수의 80% 이상으로 높았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8.1%, 남성으로 추측되는 경우는 0.3%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으로 성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남성들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Ⅲ-10> 피해자의 성별(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확인 불가

61

10.5%

(2) 여성

429

74.1%

(3) 여성으로 추측됨

45

7.8%

(4) 남성

47

8.1%

(5) 남성으로 추측됨

2

0.3%

584

101.4%

총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성별을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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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에는 남성 또는 남성으로 추측되는 자, 피해자의 성별
에는 여성 또는 여성으로 추측되는 자가 포함된 경우로 전체 사례의 72.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모두 남성 또는 남성
으로 추측되는 자가 포함된 경우(5.9%),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모두 여성 또는 여성으로 추측되는 자가 포함된 경우(5.0%)로 이는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율을 추측할 수 있는 분석결과이다. 여성 또는 여성으로
추측되는 자가 성희롱 가해자이고 남성 또는 남성으로 추측되는 자가 성희롱
피해자로 나타난 경우는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Ⅲ-11>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별(중복응답)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빈도

%

(1) 여성 또는 여성으로 추측

남성 또는 남성으로 추측

420

72.5%

(2) 여성 또는 여성으로 추측

여성 또는 여성으로 추측

29

5.0%

(3) 남성 또는 남성으로 추측

남성 또는 남성으로 추측

34

5.9%

(4) 남성 또는 남성으로 추측

여성 또는 여성으로 추측

10

1.7%

493

85.1%

총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성희롱 사건과 성희롱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은 모두
중복으로 처리되므로 이러한 결과가 특정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자 또는 가해
자의 성별로 해석될 수 없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 또는 피해
자의 성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희롱 피해자의 성별에는 여성
이, 가해자의 성별에는 남성이 포함된 경우가 신고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성희롱 사건의 경험과 그 발생 양상이 성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의 연령대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되는 사례는 전체 579건 중 42.7%
에 불과하며, 나머지 57.3%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
불가 사례를 제외하면 20대에 피해를 경험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13.8%), 40대(5.4%), 50대(2.8%), 10대(1.6%), 60대(0.2%) 순으로 나타
났다. 연령이 확인 불가인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중 10
대,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추측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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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피해자의 연령대(중복응답)
구분

빈도

%

332

57.3%

(2) 10대

9

1.6%

(3) 20대

115

19.9%

(4) 30대

80

13.8%

(5) 40대

31

5.4%

(6) 50대

16

2.8%

(7) 60대

1

0.2%

584

100.9%

(1) 확인 불가

총계

4) 피해자의 고용형태
피해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0.6%), 다음으로 시간
제(9.8%), 계약직(5.5%), 파견 또는 용역(2.9%),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579건 중 고용형태가 확인된 사례는 절반 정도인 50.6%라는 점
에 유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19)
<표 Ⅲ-13> 피해자의 고용형태(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확인 불가

286

49.4%

(2) 계약직

32

5.5%

(3) 시간제

57

9.8%

(4) 프리랜서

2

0.3%

(5) 파견, 용역

17

2.9%

(6) 정규직

177

30.6%

(7) 기타

14

2.4%

585

101.0%

총계

19)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비정규직(9.9%)이 정규직(7.9%)에
비하여 피해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황정임 외, 201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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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희롱 사건의 양태
1) 발생 빈도
성희롱 행위의 발생 빈도의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3.2%
로 가장 높았고,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도 25.0%로 나타났다. 계속적, 지속적
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희롱 언동이 1회에 그치
지 않는 실태를 보여준다.
<표 Ⅲ-14> 사건 발생 빈도
구분

빈도

%

(1) 1회

157

27.1%

(2) 2회 이상

145

25.0%

(3) 수시로, 계속적으로

250

43.2%

(4) 기타

27

4.7%

579

100.0%

총계

2) 발생 시기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성희롱 신고 사례는 2019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였다. 2019년 접수 기간이 길었던 만큼, 2019년에
발생한 성희롱 사례에 대한 신고 비율이 67.2%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인
2017~2018년 사이에 발생한 사례에 대한 신고 비율이 21.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20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신고가 7.1%, 2014~2016년 발생한 사건
에 대한 신고가 4.7%, 2013년 이전 발생 사건에 대한 신고가 0.7%로 나타나,
오래 전 사건일수록 신고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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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사건 발생 시기(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2013년 이전

4

0.7%

(2) 2014-2016년

27

4.7%

(3) 2017-2018년

126

21.8%

(4) 2019년

389

67.2%

(5) 2020년

41

7.1%

(6) 확인 불가

86

14.9%

673

116.2%

총계

3) 발생 시간 및 장소
업무시간 중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식
시간이나 회식 후(29.2%)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Ⅲ-16> 성희롱 발생 시기(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업무시간 중

357

61.7%

(2) 회식시간 또는 회식 후 해산하는 시점 등

169

29.2%

(3) 주말, 휴일 등 개인적인 시간

47

8.1%

(4) 확인 불가

79

13.6%

(5) 기타

11

1.9%

663

114.5%

총계

사건 발생 장소로는 근무장소가 66.5%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식･사내 체육대회･워크숍(26.3%), 회사와
무관한 외부장소(10.4%), 기타의 장소(5.2%), 출장 장소(1.0%) 등의 순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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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사건 발생 장소(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근무장소

385

66.5%

(2) 회식, 사내 체육대회, 워크샵

152

26.3%

(3) 출장장소

6

1.0%

(4) 회사와 무관한 외부장소

60

10.4%

(5) 확인 불가

40

6.9%

(6) 기타

30

5.2%

673

116.2%

총계

4) 성희롱의 양태
한 신고 사례에서 여러 유형의 성희롱 양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응답
으로 유형별 발생한 성희롱의 양태를 조사하였다.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을 한
경우와 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각각 43.7%와 34.9%로
가장 높았다.20) 다음으로 추행(26.4%),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22.6%),
사적 만남의 강요 내지는 요구(12.3%), 기타(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담
패설 및 성적 농담을 한 경우가 가장 높다는 것은 직장에서 무심코 나누는
이야기들이 성희롱이 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적 만남을 강요 내지 요구하는 행위도 12.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1.4%의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유포
하는 행위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 범죄로서의 추행이 인정될 정도의 신체접촉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코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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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신고된 성희롱 사건의 양태(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음담 패설 및 성적 농담

253

43.7%

(2)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

131

22.6%

(3)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언급

44

7.6%

(4)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39

6.7%

(5)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17

2.9%

(6)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16

2.8%

(7)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18

3.3%

(8)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20

3.3%

(9) 성인 잡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해자에게
노출된 경우

8

1.4%

(10) 가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3

0.5%

(11) 가해자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4

0.7%

(12) 사적 만남을 강요 내지 요구하는 행위

71

12.3%

(13)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

2

0.3%

(14) 성적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4

0.7%

(15)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 정도)

202

34.9%

(16) 추행

153

26.4%

(17) 강간, 유사성행위

14

2.4%

(18) SNS, 문자메세지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

15

2.6%

(19)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지인능욕처럼 합성, 유포하는 행위

8

1.4%

(20) 특정 성을 비하하고 업무능력을 폄하하는 언동

29

5.0%

(21) 확인 불가(답변하지 않음)

6

1.0%

(22) 기타

67

11.6%

1,124

194.1%

총계

Ⅲ. 익명신고센터 운영 성과 ❚ 45

성희롱 행위의 유형을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희롱
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9> 성희롱 유형별 신고된 성희롱 사건의 양태(중복응답)
구분

건

%

(1) 언어적 성희롱

326

56.3%

(2) 신체적 성희롱

304

52.5%

(3) 시각적 성희롱

28

4.8%

(4) 디지털 성희롱

23

4.0%

(5) 회식형

31

5.4%

(6) 성관계 요구형

23

4.0%

579

100.0%

총계

마. 피해자의 대응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가 성희롱 발생에 대응한 경우 또는 회사의 성희롱
고충 처리기구나 인사팀, 상사 등에게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한 경우(12.1%), 희사에 신고하지 않고
상사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5.4%), 동료에게 상담하거나 하소연
한 경우(3.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신고 사례에서 피해자의 대응 여부
가 확인되지 않은 건수가 40.4%,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한 건수도 14.0%에
달하여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하였음에도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한 경우가 28.3%에 달한다는 것은 사내 고충처리 절차가 제대
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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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피해자의 대응 여부(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음

81

14.0%

(2)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상사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청함

31

5.4%

(3)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70

12.1%

(4) 동료에게 상담이나 하소연

18

3.1%

(5) 외부의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함

24

4.1%

(6)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

164

28.3%

(7) 확인 불가

234

40.4%

622

107.4%

총계

사업장의 성격 및 규모별 피해자의 대응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차이가 나타
났다. 공공부문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확인 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민간기업의 경우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하는 대응방식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한 반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21.5%를 차지하였다.
사업장 성격 및 규모에 따른 피해자의 대응방식의 차이는 성희롱 처리와
관련한 조직 내적인 시스템의 구축 및 실질적 운영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인다.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이를 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처리가 가능한 반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민간기업의 경우 성희롱 관련 이슈는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희롱
행위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 내 전담기구의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분석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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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사업장 규모별 피해자의 대응 여부(중복응답)
사업장 성격 및 규모
공공부문
구분

(1)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음

민간기업

5인
중앙
공공 초중고 5인 이상~
지자체 공기업
부처
기관 대학교 미만 50인
미만
0

0

0

2

0

17

18

민간기
50인
업인데
이상~ 300인
규모
300인 이상
확인
미만
불가
10

4

30

0.0% 0.0% 0.0% 18.2% 0.0% 21.5% 10.7% 12.8% 8.0% 17.2%

(2) 회사에 신고하지
0
0
0
0
0
4
10
3
4
10
않고 상사에게
상담하거나
0.0% 0.0% 0.0% 0.0% 0.0% 5.1% 6.0% 3.8% 8.0% 5.7%
도움을 청함
(3)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4) 동료에게 상담
이나 하소연

0

0

0

0

0

14

25

6

1

24

0.0% 0.0% 0.0% 0.0% 0.0% 17.7% 14.9% 7.7% 2.0% 13.8%
0

1

0

0

0

2

4

3

1

7

0.0% 50.0% 0.0% 0.0% 0.0% 2.5% 2.4% 3.8% 2.0% 4.0%

(5) 외부의 기관에
0
0
0
1
0
3
8
2
2
8
신고내지 도움
0.0% 0.0% 0.0% 9.1% 0.0% 3.8% 4.8% 2.6% 4.0% 4.6%
을 청함
(6) 회사의 성희롱
1
1
3
5
3
4
40
36
22
49
고충처리 위원,
인사팀, 상사
50.0% 50.0% 42.9% 45.5% 37.5% 5.1% 23.8% 46.2% 44.0% 28.2%
등에 신고
1

0

4

4

5

39

78

24

20

59

(7) 확인 불가
50.0% 0.0% 57.1% 36.4% 62.5% 49.4% 46.4% 30.8% 40.0% 33.9%
소계(건)

2

2

7

11

8

79

168

78

5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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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대응 여부는 가해자의 직위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성희롱 가해자
가 대표이사일 경우의 피해자 대응방법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응답이 확인 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응답이 25.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희롱 가해자 직급이
높은 경우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직접 항의하는 등 양극화된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접 항의하는 방식의 대응이 보다 용이할 수 있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아무 대응도 못하는 경우가 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가해자의 직위가 일반직원이거나 동료, 또는 동일직급일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
한 임원일 경우, 직속상사 등 상위직급일 경우에는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
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하는 대응방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확인 불가 제외), 각각 42.9%, 37.5%, 38.9%로 조사되었다. 이는 민간기업
피해경험자가 사내기구에 공식신고(0.7%)하거나 상사에게 알린 경우(1.1%)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황정임 외, 2018: 92)와 대
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김종숙 외(2018:167)의 실태조사에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상급자에게 처리요청(10.2%), 사내절차에 신고
(6.7%)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건대, 이번 분석결과에서
사내 고충처리 창구나 상사에게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내
고충신고 및 처리절차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사건을
다시금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피해자의 가해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일 경우 사내 고충처리 절차로
신고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사업주나 대표이사에
의한 성희롱을 사내 절차로 처리하는 것의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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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가해자 직위별 피해자의 대응 여부(중복응답)
가해자 직위
구분

(1)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음
(2)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상사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청함
(3)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4) 동료에게 상담이나
하소연

(5) 외부의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함
(6)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

일반직원
내지 동료,
동일직급

사업주

(대표이사 직속상사
대표이사 를 제외한)
확인 불가
등
임원
상위직급

5

17

8

5

46

4

8.9%

13.2%

21.1%

15.6%

16.3%

6.3%

6

2

5

4

11

5

10.7%

1.6%

13.2%

12.5%

3.9%

7.9%

6

33

8

3

23

2

10.7%

25.6%

21.1%

9.4%

8.1%

3.2%

3

7

2

1

3

4

5.4%

5.4%

5.3%

3.1%

1.1%

6.3%

6

4

1

1

11

4

10.7%

3.1%

2.6%

3.1%

3.9%

6.3%

24

8

3

12

110

14

42.9%

6.2%

7.9%

37.5%

38.9%

22.2%

14

66

15

9

99

34

25.0%

51.2%

39.5%

28.1%

35.0%

54.0%

56

129

38

32

283

63

(7) 확인 불가

소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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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사의 대응
1) 성희롱 사건 조사 여부
전체 579건 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건수는 61건으로 전체의 10.6%
이나, 이 중 16건의 사례에서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8건(18.7%)으로 조사가 진행된 경우보다 더 많았다.
다만, 회사의 사건 조사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신고 사례가 64% 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23> 회사의 조사 여부
구분

빈도

%

(1) 조사하지 않음

108

18.7

(2) 형식적으로 조사 진행

16

2.8

(3) 사건을 조사함

45

7.8

(4) 신고되지 않아서 조사가 시작되지 않음

26

4.5

(5) 확인 불가

374

64.6

(6) 기타

10

1.7

579

100.0

총계

2) 조사 및 처리 과정의 문제
전체 579건 중, 확인불가의 응답과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지점이
없었다는 응답을 제외한 23.8%의 신고 건수에서 성희롱 조사 처리 과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사건을 무마
하려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9.7%), 회사가 화해를 억지로 종용하는(2.6%)
경우, 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2자 또는 3자 대면 명목으로 직접 대면케 하
는 경우(2.2%),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이 사건에 대해 누설하는 경우(2.2%)
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불이익을 암시하는(1.9%)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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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조치를 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조사
나 처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신고 사례가 76% 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24> 조사 및 처리 과정의 문제(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2자 또는 3자 대면 명목으로
직접 대면케 함

13

2.2%

(2) 회사가 화해를 억지로 종용

15

2.6%

(3)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사건을 무마하려는 발언

56

9.7%

(4)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

11

1.9%

(5)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누설

13

2.2%

(6) 조사 및 처리 과정의 부적절한 지점 없었음

3

0.5%

(7) 확인 불가

441

76.2%

(8) 기타

63

10.9%

615

106.2%

총계

기타 사례로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만 소통하거나,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가해자와의 분리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 사례가 있었다. 성희롱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의 인식과 성희롱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2차 가해 발생
전체 579건 중, 확인불가의 응답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제외한 16.2%의 신고 사례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 2차 가해 사례가 발생하였
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악성 소문을 내는 경우(4.1%), 동료들이 노골
적이거나 은밀한 형태로 따돌리는 경우(3.8%),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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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며 비난하는 경우(2.8%),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소문이 직장 동료들 사이
에 퍼지는 경우(2.4%)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하였다. 그 외 기타 사례를 살펴
보면, 가해자의 가족이 2차 가해를 한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아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팀장이 괴롭히거나 직장 내 괴롭
힘에 시달리는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카톡을 보았다고 역으로 비난하는 경우,
가해자 지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등 피해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2차 가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다만, 2차
가해 관련 응답하지 않은 신고 사례가 83% 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Ⅲ-25>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생(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소문이 직장동료들
사이에 퍼짐

14

2.4%

(2)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

16

2.8%

(3) 동료들이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형태로 따돌림

22

3.8%

(4) 2차 가해 발생하지 않음

1

0.2%

(5)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악성 소문 유포

24

4.1%

(6) 조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성 소문 유포

10

1.7%

(7) 확인 불가

484

83.6%

(8) 기타

40

6.9%

611

105.5%

총계

4) 가해자에 대한 조치
성희롱 발생 이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는 4.0%에 그쳤으며, 가해자의 행위
에 비해 불합리하게 경미한 징계가 내려지거나 구두 경고에 그쳤다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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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각 1.4%, 2.1%로 조사되었다. 확인 불가인 경우를 제외하고 볼 경우 아무
일 없이 무마한 경우가 67%에 달한다.
<표 Ⅲ-26>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조치
구분

빈도

%

(1) 가해자를 징계

23

4.0%

(2) 가해자의 행위에 비해 불합리하게 경미한 징계

8

1.4%

(3) 공식 징계 없이 구두 경고 등에 그침

12

2.1%

(4)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마

189

32.6%

(5) 확인 불가

297

51.3%

(6) 기타

50

8.6%

579

100.0%

총계

5)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경험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 여부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41건)만이 불리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해고
를 경험한 경우가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해자와 동일
한 부서/팀으로 계속 배치한 경우(7.1%), 부당한 업무변경이나 부서변경을
경험한 경우(4.7%), 사직을 종용받은 경우(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도 피해자에게 징계를 주거나(7건, 1.2%), 불합리하게 낮은 근무평정을 매기고
(6건, 1.0%) 재계약을 거절(5건, 0.9%)하는 등 성희롱 발생 이후 피해자들의
고용안정성은 여러 방식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
함을 보여준다. 다만,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 관련 응답하지 않은 신고 사례가
62%라는 점에 유의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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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7>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해고

44

7.6%

(2) 재계약 거절

5

0.9%

(3) 사직 종용

25

4.3%

(4) 부당한 업무변경이나 부서변경

27

4.7%

(5) 가해자와 동일한 부서, 팀으로 계속 배치

41

7.1%

(6) 피해자 징계

7

1.2%

(7) 불합리하게 낮은 근무평정

6

1.0%

(8) 회사의 불리한 조치 없었음

41

7.1%

(9) 확인 불가

359

62.0%

(10) 기타

56

9.7%

611

105.5%

총계

그 외에도 피해자들은 위의 항목으로 유형화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불리
한 조치를 경험하고 있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을 거론하는
사례, 업무를 방해하여 퇴사하게 만들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피해자
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하거나, 이직을 방해하거나, 휴가계를 불인정하고 계속
적으로 일할 것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들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불리한 조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시 2차 가해
가 생긴다며 피해자에게 성희롱 신고의 취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성희롱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사소한 업무 실수에
짜증을 내고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 관련 증거 영상을 유출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사.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전체 신고 사례의 33.7%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발견되었다. 사직
서를 제출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각각 17.4%와 7.9%에 달해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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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해자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
로 고통이 심각한 경우가 2.8%, 신체적 고통으로 피해가 발현된 경우도 전체
의 2.2%로 나타났다.
<표 Ⅲ-28>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중복응답)
2019

2020

%(건)

%(건)

(1) 사직서 제출

101

17.4%

(2) 해고당했음

46

7.9%

(3)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195

33.7%

(4) 정신과 치료를 받음

16

2.8%

(5)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남

13

2.2%

(6) 확인 불가

277

47.8%

(7) 기타

30

5.2%

678

117.1%

구분

총계

기타 응답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급여가 차감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를 고려 또는 결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6개월 병가를 내
거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공황장애로 인한 어려
움을 겪는 등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도 발견된다. 이는 피해자들
이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용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
1) 익명 신고 여부
전체의 59.8%에서 실명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실명 신고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신고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2019년 분석결과와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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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이다(구미영 외, 2019:23).21)
<표 Ⅲ-29> 익명 신고 여부
구분

빈도

%

(1) 익명 신고

233

40.2%

(2) 실명 신고

346

59.8%

579

100.0%

총계

2) 신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81.7%로 가장 높았고, 동료가 대신 신고한 경우
도 11.9%로 나타났다. 그 밖의 제3자가 신고한 경우가 5.0%, 가족이 신고한
경우가 2.1%이었다.
<표 Ⅲ-30> 신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피해자 당사자

473

81.7%

(2) 동료

69

11.9%

(3) 가족

12

2.1%

(4) 그 밖의 제3자

29

5.0%

(5) 확인 불가

11

1.9%

594

102.6%

총계

21) 구미영 외(2019)는 2018.3.8.~2019.3.7. 동안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717건의 성희롱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연구진은 이 분석결과와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을 검토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비교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2020.3.8.부터 1년 간의 신고사건 분석결과는
이번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틀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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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 사항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징계 처벌 등 법적 조치(21.6%)에 대해서
가장 높은 요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발방지 교육 실시
(10.2%), 사건에 대한 조사(8.3%), 상담 및 문의(1.4%) 순이다.
기타 의견으로 2차 가해행위의 중지 및 처벌, 가해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와 관련된 의견이 확인되었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응답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하지 않은
확인 불가의 비율이 62% 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31> 피해자의 요구사항(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상담 및 문의

8

1.4%

(2) 조사

48

8.3%

(3) 징계 처벌 등 법적 조치

125

21.6%

(4) 재발방지 교육 실시

59

10.2%

(5) 확인 불가

363

62.7%

(6) 기타

41

7.1%

644

111.2%

총계

4) 사건처리 소요 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근로감독관
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답변일’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일 이후 접수된 분석
대상 사례(246건) 중 답변일 항목이 누락된 46건을 제외한 나머지 200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38.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의 처리기간은 같은 기간의 성차별 사건에 비하여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관련자 출석, 진술 등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요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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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2> 성희롱 사건처리 기간
구분

빈도

%

(1) 25일 미만

80

40.0

(2) 25-50일 미만

61

30.5

(3) 50일 이상

59

29.5

200

100.0

총계

5)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
본래 고용노동청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기본 경로
는 진정 절차이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상당수는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여 진행된다.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여 접수, 진행되었는지 언급이 있는
경우는 135건(23.3%)이며 나머지의 경우 신고 사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
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Ⅲ-33> 진정 사건으로 접수, 진행 여부
구분

빈도

%

(1) 진정 사건으로 접수, 진행되었다는 언급이 조치
결과에 기재됨

135

23.3%

(2) 관련 언급 없음

444

76.7%

579

100.0%

총계

6) 근로감독관의 해당 사업장 대상 실태조사 및 사업장감독
실시 여부
사업장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
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1조). 또한 익명 신고 처리지침에서는 성희롱 가해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희롱 실태조사 또는 면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Ⅲ. 익명신고센터 운영 성과 ❚ 59

실태조사 및 사업장감독은 성희롱 발생 여부나 불리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전체 579건
의 신고 사례 중, 근로감독관이 실태조사 또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했다고 언급
된 경우는 각각 18건(3.1%)과 25건(4.3%)에 그쳤다. 물론 익명신고센터의 특성
상 신고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조사의 필요성 없음이 명확한 신고내용이 많아
서 실태조사와 사업장 감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표 Ⅲ-34> 근로감독관의 실태조사 실시 여부
구분

빈도

%

(1) 실태조사 실시 관련 언급 없음

561

96.9%

(2) 실태조사 실시

18

3.1%

579

100.0%

총계

<표 Ⅲ-35>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실시 여부
구분

빈도

%

(1) 사업장 감독 실시 관련 언급 없음

554

95.7%

(2) 사업장 감독 실시

25

4.3%

579

100.0%

총계

7)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전체의 21.8%에 해당하는 126건의 사례에서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가 실시
되었다고 언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 사례 중 21.8% 정도가 성희롱 예방
이나 사건처리 관련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신고
건 수에 비하여 행정지도가 실시된 건수가 적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
에서의 분석자료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쟁점이다. 다만, 신고 사례의
79% 가량이 행정지도가 불필요한 사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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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7건(4.7%)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는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817건 중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건이 25건으로 2020년 분석결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구미영 외, 2019:26). 그러
나 사건 조사 등 조치 의무(제14조 제2항)위반, 근무장소 변경이나 징계 등
조치 의무(제14조 제4,5항)위반, 비밀누설(제14조 제7항), 고객 등에 의한 성
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제14조의2 제2항) 등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전무하였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나 불리한 조치 금지 규정 위반 관련 조사나
판단에 근로감독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표 Ⅲ-36>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 실시 여부
구분

빈도

%

(1) 행정지도 실시 관련 언급 없음

453

78.2%

(2) 행정지도 실시

126

21.8%

579

100.0%

총계

<표 Ⅲ-37> 과태료 부과 사유(중복응답)
구분

관련 조항

빈도

(1) 예방교육 미실시

제13조 제1항

17

(2) 사업주의 성희롱

제12조

9

제14조의2 제1항

1

(3) 고객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8) 남녀고용평등 전담감독관 여부
사건처리 근로감독관이 남녀고용평등 전담감독관이었던 경우는 총 270건으로
전체 분석 사례의 46.6%이었다. 성희롱･성차별 전담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임에도 비전담감독관이 담당한 사례가 50%를 넘는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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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8> 남녀고용평등 전담감독관 여부
구분

빈도

%

(1) 전담감독관

270

46.6%

(2) 비전담 감독관

295

51.0%

(3) 확인 불가

14

2.4%

579

100.0%

총계

9)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
신고를 취하하여 종결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34.7%) 행정지도나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26.6%). 1건이기는 하나
고용평등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에 선정되도록 반영한 경우는 눈에 띄는 적극
적인 조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하 종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
관계 관련 근거가 미약한 신고가 많아서인지 신고인이 성희롱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의지를 상실하고 취하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이 추후 필요하다.
기소의견 송치가 2건에 불과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표 Ⅲ-39> 고용노동부 조치 결과_성희롱(중복 응답)
구분

빈도

%

(1) 조사 중

67

11.6%

(2) 단순문의라 안내 종결

4

0.7%

(3) 행정지도, 감독 등의 조치

154

26.6%

(4) 과태료 부과

27

4.7%

(5)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

59

10.2%

(6) 타 소관기관으로 이관종결

6

1.0%

201

34.7%

(8) 기소의견 송치

2

0.3%

(9) 고용평등 수시감독 반영

1

0.2%

(10) 기타

77

13.3%

598

103.3%

(7) 취하종결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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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1) 예방교육 실시 현황
성희롱 신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
은 166개로 전체의 28.7%를 차지하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총 개수는 173개(29.9%)지만, 그 중 77건에 대한 응답자들은 예방교육이 형식
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Ⅲ-40>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22)
구분

빈도

%

(1) 실시했으나 신고자는 형식적이라고 평가

77

13.3%

(2) 실시함

96

16.6%

(3) 실시하지 않음

166

28.7%

(4) 확인 불가

240

41.5%

579

100.0%

총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은 민간기업이 공공부문에 비하여 크게 높았
다. 5인 미만 민간기업의 43.0%,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기업의 32.1%, 50
인 이상-300인 미만 민간기업의 16.7%,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8.0%가 성희
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35.1%의 미실시 비율을 보였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당수는 형식적
인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응답
한 경우는 없었으나, 실시했다고 답한 건수의 1/4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형식
적인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예방교육을 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 미실시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
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예방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였다.
22) 이하의 모든 수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총합은 100을 넘거나 미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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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태는 50인 미만 민간기업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Ⅲ-41>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구분

(1) 공공부문

① 5인 미만
② 5인 이상 ~
50인 미만
(2)
③ 50인이상 ~
민간
300인 미만
기업
④ 300인 이상

⑤ 규모 확인 불가

총계

실시했으나
신고자는
형식적이라고
평가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확인
불가

합계

3

9

0

18

30

10.0%

30.0%

0.0%

60.0%

100.0%

2

4

34

39

79

2.5%

5.1%

43.0%

49.4%

100.0%

21

29

54

64

168

12.5%

17.3%

32.1%

38.1%

100.0%

17

23

13

25

78

21.8%

29.5%

16.7%

32.1%

100.0%

9

13

4

24

50

18.0%

26.0%

8.0%

48.0%

100.0%

25

18

61

70

174

14.4%

10.3%

35.1%

40.2%

100.0%

77

96

166

240

579

13.3%

16.6%

28.7%

41.5%

100.0%

2)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신청
익명신고센터 신고양식에서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개선 컨설
팅을 신청하길 원하는지 묻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은 2019년부터 필수입력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신고 건수의 61.7%인 357건의 사례에서 컨설
팅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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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권고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그칠 뿐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컨설팅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제로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시되기 어렵다. 결국 신고인의 컨설팅 신청 여부보다 더 중
요한 정보는 감독관이 컨설팅을 권했는지, 사업주가 실제로 신청했는지에 대한
통계이다.
<표 Ⅲ-42> 소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신청여부
구분

빈도

%

(1) 신청하지 않음

222

38.3%

(2) 신청함

357

61.7%

-

-

579

100.0%

(3) 확인 불가
총계

2. 성차별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19.3.5.~’20.3.7.의 기간 동안 접수된 189건의 신고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65건의 접수 건 중 중복신고된 사례, 성차별이 아닌 다른 민원임이 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한 189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 사업장의 특성
1) 사업장 소재지의 분포
서울(40.2%), 경기(23.3%) 지역에 전체 신고 발생 사업장의 63.5%가 집중
되어 있다. 다음으로 부산(8.5%), 대전(4,8%), 대구, 광주, 본부 각 3.2% 등의
순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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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3> 관할 지방관서
구분

빈도

%

(1) 서울

76

40.2%

(2) 부산

16

8.5%

(3) 대구

6

3.2%

(4) 인천

4

2.1%

(5) 광주

6

3.2%

(6) 대전

9

4.8%

(7) 울산

2

1.1%

(8) 경기

44

23.3%

(9) 충북

1

0.5%

(10) 충남

5

2.6%

(11) 전북

3

1.6%

(12) 경북

4

2.1%

(13) 경남

4

2.1%

(14) 제주

3

1.6%

(15) 본부

6

3.2%

189

100.0

총계

2) 사업장 성격 및 규모
민간기업의 비율이 96.3%로 전체 189개 신고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31.8%)
이며, 다음으로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6%), 300인 이상 사업장
(16.4%), 5인 미만 사업장(11.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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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4> 사업장 성격 및 규모

(1) 공공부문

구분

빈도

%

① 지자체

1

0.5%

② 공기업

5

2.7%

③ 공공기관

1

0.5%

7

3.7%

① 5인 미만

21

11.1%

② 5인 이상~50인 미만

60

31.8%

③ 50인 이상~300인 미만

39

20.6%

④ 300인 이상

31

16.4%

⑤ 규모 확인 불가

31

16.4%

182

96.3%

189

100.0%

소계

(2) 민간기업

소계
총계

나. 피해자의 특성
1) 피해자의 성별
러 성별의 피해자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 성별을 중복
으로 조사하였으나, 실제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는 한 건으로 적었다.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고 여성으로 추측되는 경우는 13.8%이다.
피해자가 남성 또는 남성으로 추측된다는 응답은 각각 전체 신고 건수의 7.4%와
5.8%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전체의 30.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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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5> 피해자의 성별(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확인 불가

57

30.2%

(2) 여성

82

43.4%

(3) 여성으로 추측됨

26

13.8%

(4) 남성

14

7.4%

(5) 남성으로 추측됨

11

5.8%

190

100.5%

총계

2) 피해자의 고용상 지위
확인 불가 및 기타의 사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으로 전체의 11.6%이다. 다음으로 계약직(2.6%), 시간제(1.1%), 파견, 용역직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구직자로 추측되는 1건의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 구직자라는 응답이 63건(33.3%)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피해자가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를 신고하였다.
<표 Ⅲ-46> 피해자의 고용상 지위
구분

빈도

%

(1) 확인 불가

92

48.7%

(2) 계약직

5

2.6%

(3) 시간제

2

1.1%

(4) 파견, 용역

2

1.1%

(5) 정규직

22

11.6%

(6) 구직자 또는 구직자로 추측됨

63

33.3%

(6) 기타

3

1.6%

189

100.0%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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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차별의 양태
1) 고용차별의 양태
모집공고 등에서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34.4%), 다음으로 채용
(30.2%), 배치(21.2%), 면접과정(19.0%), 승진(13.8%), 임금(12.7%) 등에서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언사나 몸짓
을 경험한 경우(9.0%), 업무에 불필요한 체격 용모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
하거나 체중 등 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은 경우(4.8%) 등 직접
적이고 노골적인 성차별적 양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모성보호나 일･생활양립 제도와 관련한 차별도 상당 부분 발견되었다. 모성
보호나 일･생활양립 제도의 신청이 불허된 경우, 제도의 신청 또는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거나, 비난 또는 괴롭힘을 경험한 사례를 모두 합산하면 총 13.7%
의 사례에서 모성보호나 일･생활양립 제도와 관련한 차별 양상이 보인다.
<표 Ⅲ-47> 신고된 성차별 사건의 양태(중복응답)
구분

모집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등
임금 등
근로계약
종료나
정규직
전환

빈도

%

(1) 모집 공고 등

65

34.4%

(2) 업무에 불필요한 체격, 용모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체중 등을 질문

9

4.8%

(3) 면접 과정

36

19.0%

(4) 채용

57

30.2%

(5) 배치

40

21.2%

(6) 승진

26

13.8%

(7) 교육, 훈련

5

2.6%

(8) 임금

24

12.7%

(9)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12

6.3%

(10)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2

1.1%

(11) 정년 연령

0

0.0%

(12) 해고

14

7.4%

(13) 퇴직

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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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14) 모성보호나 일생활양립 제도를 신청했으나
거부하거나 불허

6

3.2%

(15) 모성보호나 일생활 양립제도를 신청하거나
사용한 것에 대한 불이익

12

6.3%

(16) 모성보호나 일생활 양립제도를 신청 또는
사용한 것에 대한 비난, 괴롭힘

8

4.2%

(17)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언사나 몸짓

17

9.0%

(18) 기타

10

5.3%

350

185.2%

모성보호,
일･생활
양립

총계

성차별이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례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신고되었다는 것은 성차별이 상대적으로 더
만연한 사업장일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2개 이상
의 차별 유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16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
3개 이상의 차별 유형을 경험한 경우는 28건이며, 4개 이상의 차별 유형을 경험
한 사례도 11건이나 존재하였다.
<표 Ⅲ-48> 신고된 차별 유형의 개수
구분

빈도

(1) 1개

189

(2) 2개

116

(3) 3개

28

(4) 4개 이상

11
총계

189건

2) 사업장별 고용차별의 양태
다음으로 고용차별의 양태를 사업장 성격에 따라 분석하였다. 5인미만 소규
모 사업장의 경우 모집공고 등에서의 차별이 26.7%로 가장 높았고, 채용
(16.7%), 업무에 불필요한 용모 조건 제시하거나 체중 등을 질문(13.3%),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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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집공고
등에서의 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신고되었고(24.8%), 다음으로 채용(19.3%),
면접 과정(13.8%), 배치(1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승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13.6%), 면접 과정(11.4%), 배치(9.1%), 임금(9.1%)의 순으로 신고되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신고되는 차별의 유형은 채용(19.6%),
모집공고 등(17.9%), 면접 과정(12.5%), 배치(1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성격과 관계없이, 모집공고, 채용 등에서의 차별이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업무에 불필요한 체격, 용모조건, 체중
등에 관한 질문이나,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언사나 몸짓을 경험하는 등
보다 노골적인 차별 양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과 함께, 고용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승진, 배치
등에서의 차별도 상당수 신고되었다.
<표 Ⅲ-49> 사업장별 고용차별 양태(중복응답)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확인 불가

(1) 1순위

모집 공고 등
(26.7%)

모집 공고 등
(24.8%)

승진
(13.6%)

채용
(19.6%)

채용
(19.6%)

(2) 2순위

채용
(16.7%)

채용
(19.3%)

면접 과정
(11.4%)

면접과정
(13.8%)

배치
(9.1%)

면접 과정
(12.5%)

배치
(14.3%)

배치
(11.0%)

임금
(9.1%)

배치
(12.5%)

임금
(8.9%)

승진
(10.7%)

면접 과정
(7.1%)

31건

31건

업무에 불필요한
체격, 용모조건을
채용기준으로
(3) 3순위
제시하거나 체중
등을 질문
(13.3%)
(4) 4순위

면접 과정
(13.3%)

(5) 5순위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언사나 몸짓
(10.0%)

총계

21건

채용, 임금 외
임금, 해고 등 금품, 복리후생,
(4.6%)
해고, 퇴직 등
(6.8%)
60건

39건

모집 공고 등 모집 공고 등
(17.9%)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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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
1) 익명 신고 여부
성희롱 신고의 경우 전체의 60%가 실명으로 신고되어 익명 신고율보다
높았으나, 성차별 신고의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비율(56.6%)이 실명 신고율
(43.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차별 신고에 비하여 성희롱 신고의 실명 신고
율이 더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표 Ⅲ-50> 익명 신고 여부
구분

빈도

%

(1) 익명 신고

107

56.6

(2) 실명 신고

82

43.4

189

100.0

총계

2) 피해자의 요구 사항
성차별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징계, 처벌 등 법적
조치(13.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12.7%), 상담 및 문의
(6.9%), 재발방지 교육 실시(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1> 피해자의 요구사항(중복응답)
구분

빈도

%

(1) 상담 및 문의

13

6.9%

(2) 조사

24

12.7%

(3) 징계 처벌 등 법적 조치

25

13.2%

(4) 재발방지 교육 실시

10

5.3%

(5) 확인 불가

128

67.7%

5

2.6%

205

108.5%

(6) 기타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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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
전체 189건의 사례 중, 총 10건(5.3%)의 신고 사례가 진정 사건으로 접수,
진행되었다. 진정 절차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 관련 신고
의지가 강력한 사례이거나, 성차별임이 명확한 경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진정
사건으로 전환된 비율이 성희롱 신고(23.3%)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표 Ⅲ-52> 진정 사건으로 접수, 진행 여부
구분

빈도

%

(1) 진정 사건으로 접수, 진행

10

5.3%

(2) 관련 언급 없음

179

94.7%

189

100.0%

총계

4) 근로감독관의 해당 사업장 대상 실태조사 및 사업장 감독
실시 여부
전체 189건의 사례 중, 사업장 대상 실태조사 실시가 언급된 경우는 없었
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 처리지침에서도 성희롱 처리지침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시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
다.23) 사업장 감독은 총 8건(4.3%)의 신고 사례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Ⅲ-53>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실시 여부
구분
(1) 사업장 감독 실시됨
(2) 실시되지 않음
총계

빈도

%

8

4.3%

181

95.7%

189

100.0%

23)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처리 지침,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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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처리 소요 기간
성차별 사건 또한 성희롱 사건과 동일하게 2019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답변일’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일 이후 접수된 분석대상 사례 78건
중 답변일 확인이 가능한 56건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0.7일으로 성희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짧았다.
<표 Ⅲ-54> 성차별 사건처리 기간
구분

빈도

%

(1) 25일 미만

28

50.0

(2) 25-50일 미만

17

30.4

(3) 50일 이상

11

19.6

56

100.0

총계

6)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 행정지도나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가장 높았
다(43.4%). 성차별 신고 사례에서는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된 비율이 높은
것은, 모집공고 등과 같은 명시적인 차별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3건에 불과하기는 하나 고용평등
감독사업장으로 반영되거나 근로감독 청원으로 연결된 것도 주목할 만한 조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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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5> 고용노동부 조치 결과_성차별(중복 응답)
구분

빈도

%

(1) 조사 중

33

17.5%

(2) 단순문의라 안내 종결

6

3.2%

(3) 행정지도, 감독 등의 조치

82

43.4%

(4)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

40

21.2%

(5) 적용대상 아니거나 타기관 소관이라 종결

7

3.7%

(6) 취하종결

17

9.0%

(7) 기소의견 송치

0

0.0%

(8) 기타

9

4.8%

(9) 고용평등 감독 사업장 대상으로 반영 또는 근로감독
청원으로 전환

3

1.6%

197

104.2%

총계

3. 근로감독관의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처리 경험
가. 근로감독관 면접조사의 개요
근로감독관 대상 면접은 아래와 같이 총 7명의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2회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익명신고센터 신고사건의 실제 처리 현황과 의의, 개선의견 등을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Ⅲ-56> 근로감독관 면접 대상자
연번

지역

전담근로감독관 여부 및 전담경력

1

서울

○

2

서울

3

서울

4

성별

2년

여

○

2년

여

○

6개월

남

서울

○

6개월

여

5

경기

×

해당없음

여

6

전남

○

1년

여

출처: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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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조사 결과
1) 사건처리 규모 및 경향
1년간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 규모는 소속 지역과 전담근로감독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30건 정도 들어왔고, 작년에는 50건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1년동안.(감독관2)
(1년에) 5-6개 정도, 진행중인 것도 있고...(감독관4)
제가 전담 감독관은 아니고 (저희 청은)성희롱, 성차별 사건을 다같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어요. 2-3년동안 10건 미만 정도로 한 것 같아요.(감독관5)
처리한 성희롱 사건 건수는 한 25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감독관5)

위의 처리 건수는 성희롱･성차별 사건을 합한 규모인데, 응답한 건수에서 성
차별 사건의 비율이 10%를 넘었는지 질문하자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성희롱 사건에서의 2차 가해의 문제점이나 사용자의 조치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초점을 맞춘 진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런 인식이 확연히 있어요...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이나
그런 곳은 거의 성희롱 사건도 없고 10-20인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장
에서 성희롱 당했다는 진정이 거의 제기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고,
중소기업 이상 그런 곳은 신고한 사람들이 벌써 사내에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도 수준있게 시키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래서 그런지 2차 피해니 뭐
많이 진정 내용 자체가 다르더라고요.(감독관6)

2) 익명신고센터의 차별성
익명신고센터는 기존의 진정절차나 근로감독청원 절차와 달리 익명으로 신고
하여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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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들어오면 연락도 안 되고 출석요구해서 두 번 안 나오면 종결되는
부분이 있어요.(감독관4)

또한 익명신고센터 설치 이전에는 실명신고건만 접수되기에 근로감독관용
사건 의 사건 정보화시스템인 노사누리에 익명신고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신고센터 설치 이후로는 노사누리에 익명신고 사건 정보도 등록하
는 것이 가능해진 고용노동청도 있다고 한다.24)
저희 청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무조건 다 출력을 해서 노사누리에
접수를 하거든요. 저희는 익명 건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지청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접수할 때 신고인의 이름을 익명이라고 기입해요. 옛날
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감독관2).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과 기존의 진정 사건은 각기 다른 지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기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00은 전담 감독관이 없고, 그냥 순번으로 돌리거든요. 1/n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독관 입장에서 일반 사건을 하면서 익명신고를 처리하는
감독관 입장에서는 진정서로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익명신고는 진정요지가
허수인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다보니까 중요성에 있어서 굳이 익명신고를
더 무겁게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용에 따라서 행정지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은 처리기한이 타이트하고, 딱 지켜야하는게 있거
든요. 근데 (익명신고는) 그건 아니다보니까 굳이 더 무겁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감독관5)
익명신고로 들어온건 처리 기한이 없어요.(감독관6)

24)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정보관리, 신고사건, 사업장지도감독, 재해조사 등 수작업
으로 관리하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정보화한 노사누리시스템(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사
누리시스템 개선 계획(안), 2008.5. <출처: http://webcache.googleusercont
ent.com/search?q=cache:NFzykDPiJMoJ:www.moel.go.kr/common/downl
oadFile.do%3Bjsessionid%3DDuZAleDbrP6tjOzAYjprqLBzEgHmE7qCb
NmZfcmxLpDLXsI5MExQysB2vagJIhGs.moel_was_outside_servlet_www
1%3Ffile_seq%3D21171201272%26bbs_seq%3D1220956662578%26bbs_
id%3D9+&cd=2&hl=ko&ct=clnk&gl=kr 2020.10.2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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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명신고센터의 장단점
근로감독관들은 익명신고센터는 진정절차와 달리 익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고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과 성희롱･성차별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갖추지 못한 신고내용이 남발되는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
한다고 답하였다.
기존에 종이 문서를 통한 진정사건화한 신고, 그 처리때보다 익명신고가 생기
면서 사건수는 더 많이 접수가 됐고, 신고 내용도 예를 들어서 이게 성희롱
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정밀한 그런 건들이 많이 접수가 된다, 그런 것이
조금 더 큰 두드러진 특색이 아닌가 싶어요.(감독관6)
장점은 이제 저희가 보고 이런 내용이니까 나가서 사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지도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도 봤거든요. 단점은 익명이니까
연락처도 안 되고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사업장에 나가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익명으로 할 때 연락처나 그 사람의 의사 정도는 확인하고
나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감독관4)
이름이 익명신고니까 익명선 보장이 최우선인 것 같고, 그 외의 루트로 들어
가는 것은 자기 신고 노출되는 것, 감독관에게조차 노출돼서 사용자에게
누설되지 않을까... 익명으로만, 연락처 익명으로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
든요. 익명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피해
내용만 구체적으로 익명신고센터에 들어가는데 관련 절차가 뭔지, 행위자는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일단
전화 연락처가 있다면 제일 먼저 연락해서 하는게 그것에 대해서 안내예요.
그리고 의사 확인하는거고, 그러면 익명성이 요구된다,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
사업자 지도감독을 안내하고, 요지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들어가지 않게끔
지도해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신고로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쉽게 던져보는 식의 신고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고보면 별거 아닌
내용이거나 관련없는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이 단점인 것 같아요. (감독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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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절차와의 연계
제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익명신고센터는 기존의 진정 절차와 별개로 존재
하는 신고 경로이다. 익명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진정 절차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함을 안내
한다. 진정 절차는 실명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절차 출석 등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사안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제1절의 분석결과를 보면 익명신고
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의 23.3%, 성차별 신고의 5.3%가 진정 절차로
진행되었다.
보통 신고인에게 진정의사를 물어볼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증거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고 어느 정도 사안인지
물어봐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걸 진정으로 했을 때 성희롱 입증이 더 용이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정으로 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더 높고요. 근데 없어도 일단 조사를 해달
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죠.(감독관5)

5) 성희롱 판단 관련 어려움
익명신고를 한 신고인이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조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절차 진행 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익명신고 하면서 나는 “내 신고 밝히지 말아주세요.” 하면 우리 수사하는
감독관 입장에서도 100% 조사를 못해요. 거의 내사 종결되는 경우가 많거
든요...(익명신고센터에)기대를 하려면 그만큼 증거자료, 증빙자료를 많이 우리
에게 제공을 해줘야 저희도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죠. 증거자료,를
많이 뒷받침해주셔야하는데 기대치만 높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작동하기
어려운거죠.(감독관6)

익명신고의 특성 상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건 조사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성희롱･성차별 사건 조사 개시 단계
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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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 진술, 근거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진정사건을 접수하더라도 현장지도감독을 나가더라도 편리한 점이 있고,
행정지도를 하면 굉장히 애매해서 진행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자세히 보고 첨부한 내용을 보고 청구한 내용이 맞으면
진정사건 접수해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독관3)

신고인들은 고용평등상담실처럼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곤 하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 판단해야 하는
감독관의 역할 상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이 토로되기도 하였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감독관이 수사에 착수를 하면 감독관은 양 당사자
주장을 동시에 섭렵해야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고평실에서
안내된대로 성희롱이라고 판별이 안 될 때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정인
들이 불만도 있고, 고평상담실 상담원들도 우리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양쪽 주장을 다 들어봐야하는데 저희도 사건 조사를
하면 진정인 말만 들으면 이건 싹 맞는데 피진정인 말을 들으면 맞고 그러
거든요.(감독관6)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희롱 사건의 특성 상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시정 지시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방교육 미실시
관련 점검을 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적당한 조치를 했는지
전반사항을 법에 위반했는지 조사를 해요. 이게 성희롱이라고 판별하기가
애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법 위반이 없고,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감독관6)

성희롱, 성차별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
성차별전문위원회를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를 자주 활용하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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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를 활용하면 좋긴 해요. 외부 노무사님, 변호사님이 오시니까.
근데 그걸 또 준비하는게 제 몫이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쉽게 쉽게 자주해!
2달에 한 번도 하고, 안건 있을 때마다 하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쉽게 접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감독관2)
판단하기 애매하긴 했어요. (이 사건 관련 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나름
도움이 되긴 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과정에서 안건도 요약해서 만들
어야하지, 내부 위원들에게 연락해서 스케줄 잡아야하죠? 또 나중에 따로
보고 내부결제 보고도 받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게 좀...가능하다면 외부
위원께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그런게 있으면...메일로 간단히 주고 받고요.
(감독관5)

6) 행정지도 경험
감독관 면접에서는 성희롱 신고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
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성희롱 관련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과태료 등에 대해 안내하면 인식 개선의 효과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
히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의견도 있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만 판단하기보다는 회사가 구체
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을 안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단순히 결과를 통보하여 종결하는 것보다 지지와 지원을 받는다
고 느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성희롱 성차별 사건 관련) 법위반 사항 판단, 감독에 한정하기 어렵다고 생
각해요.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신고 들어온 사업장이
있으면, 전반적인 조직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만
보내기 보다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을 안내해주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단순히 결과를 통보하고 종
결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법위반 여부와
별개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
녀 휴게실이 밀접해서 발생한 사안에서 휴게실 간 거리를 띄우라는 행정지
도 공문을 발송한 사례이죠(감독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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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가 좋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가벼운 내용이지만 한 줄 올려놓으면
그래도 이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시켰는지 그건 필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런 개선점은 있을 것 같아요.(감독관6)
(신고만으로 점검을 나가면) 요즘은 이런 것도 성희롱에 포함되고 조사 신
청 들어갈 수 있다. 성희롱 하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과
태료가 얼마인지 (인사담당자도) 그런 잘 모르거든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
고 하더라도. 자세히 신경 안쓰면. 그런 내용만 해도 안내를 해주고 굉장히
경각심을 줄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업
장 근로자분들에게.(감독관3)

녹음,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행정지도를 해달라
는 목적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요즘은 거의 녹음자료를 내요. 그런거 아니고는 입증이 힘드니까. 카톡 주
고 받은 것. 그리고 그게 없으면 본인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해요. 작은 사
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 상대로 하기도하고, 아니면 인사담당자 불러서
(행정지도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신고내용이 들어왔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던가 그런 식으로 공문으로 내라고.(감독관2).

다만, 전담근로감독관이 있어서 현장 방문할 여력이 있는 고용노동청은 적다
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7) 사업장 감독 경험
익명신고센터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지침에서는 행정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를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실무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설명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적용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업장 감독이라 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 전반적으
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잡혀 있는데, 성희롱이나 성
차별 혐의만을 이유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지도랑 감독이랑 구분하려면 구분해서 들어가야하는데 감독에 대해서
는 아직은 과도기가 있는 것 같고, 감독을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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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정이후 완료, 시정완료 과태료부과 이렇게 되어야하는데 아직은 시스
템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행정지도, 사업
장 감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장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고, 어
떤 절차에 따라 한다 그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감독도 어떤 논의
하에 어떻게 진행하고 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근거에 따라서 얘기
를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재량 판단해서 해야하니까 부담
스럽죠.(감독관3)
저는 보통 진정인의 의사를 제일 중요시해서 행정지도하고 감독을 설명하
고, 또 감독은 시정지시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이런걸 설
명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감독관2)
우리 지침 자체가 사업장 감독, 행정지도 이거 두 개를 분리를 해놨어요. 근
데 익명신고 성희롱 사건을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걸 가지고 경미할 수도 있
고, 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희롱에 따른걸 가지고 사업장 감독을 나간
다, 저희 감독관들이 판단하는 사업장 감독이라고 하면 가서 그 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훑거든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부터 해서 쭉 노
동관계법 전반을 훑게 되는데 성희롱 경미한 달랑 그거 가지고 사업장을 들
쑤셔버리면 이 사업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감독관6)

사업장 감독의 경우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함께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계
에서 일정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례 중심으로 선정하게 된다는 경험도
소개되었다.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감독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심각한 내용이 너무 심해서 나간 적이 있거
든요. 감독해야하는거 아니야? 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사실이 아닌게 나
오고해서 행정지도로 마무리하고 끝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감독팀하고 의논해서 가야한다 그런 공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침이 명확
하지 않아서.(감독관4)
감독이랑 지도는 사안의 경중이라고 써있긴한데 신고 내용에 보면 본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고, 아닌데 가령 그 사업장 내에서 전
반적으로 이런 성희롱 사례가 되게 많다. 피해자가 본인 말고 여러 명이
고,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하면 감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감독관들이 대부분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업장에 일단 나가보고 이후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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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도로 마무리 할 상황이면 그걸로 종결을 하되 법
위반 사항까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하면 감독으로 진전시키는 것 같아
요.(감독관5)

8) 전담근로감독관의 역할
익명신고센터의 차별성과 장점은 전담근로감독관이라는 구조적 뒷받침 없이
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마다 성희롱･성차별 전담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지정되어 있으나, 임금체불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고 이
업무에만 전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담감독관은 2개 청을 제외하고는 발견
되지 않았다.
저희는 전담팀이 있거든요. 그러한 저희 둘이 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
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청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사건 하면서 이런 거 같이
하는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감독업무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유선으로 안내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는 전담팀이 있으니까
한 번 나가서 상담지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구제하는데 원만히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전담이 아닌 경우)감독하면서 이걸 같이 하는건 쉽지 않을
거예요.(감독관4)
저희 청은 전담팀이 있긴한데 임금체불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익명신고가 들어온다고 거기 더 신경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전담팀도 없고 전담 근로감독관만 있다는 건) 그냥 근로감독관에게 가는
거랑 같아요.(감독관2)

재진정이 접수될 경우에는 다른 근로감독관을 배정해야 하므로 전담팀이 최소
2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저희는 (전담감독관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다 보니까 재진정이 들어오
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에 한 명씩이라도 서브로 좀 두
자로 했는데 부담스러워해서...아직까지는 재진정이 없어서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있기는한데 문제점은 있어요(감독관4).

지방의 경우 성희롱･성차별 신고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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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담근로감독관제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임금체불 사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00처럼 전담 두 분이 한다면 모를까,
그 이외에 임금체불 사건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들은... 임금체불이 10에서
8-9를 차지하고 성희롱 사건은 1-2밖에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어요.(감독관6).

그러나 직장괴롭힘 사건과 연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담근로감독관제를
운영한다면 인력 배치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내 괴롭힘하고 연결해버리면 돼요. 성희롱 사건하고 직장내 괴롭힘하
고 유사하니까 성희롱이냐 괴롭힘이냐 중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거
두 개 연결해서 전담팀 하나 딱 꾸려놓으면.(감독관6)

전담근로감독관이 성희롱･성차별 외 다른 사건도 담당하는 경우 그 역할도
각 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총괄관리를 다 (전담근로감독관이)이 사람이 해요...지청마다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요청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쫙 뿌려서 하는 작업(을
해요).(감독관6)

9) 후속조치와 모니터링
감독관 면접을 한 결과 모든 신고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성희롱이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함
시킨다고 답변하였다.
감독팀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던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할 것
같더라고요. 팀이 다르기 때문에...감독국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말라고 방침 와서, 익명신고
센터 처리 지침과 충돌한다는 생각이 들었음.(감독관2)
절차가 있어야하고, 개선면접을 전부 다 넣기에는 그렇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넣어줘야겠죠.(감독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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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감독대상 사업장 포함 기준은 각 지방 노동청마다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여러 차례 신고 들어오는 사업장을 차년도 감독사업장에 포함시킵
니다. 고용평등감독의 경우, 감독팀이 나가데(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전담
감독관이 1차 조치를 하고나서, 고용평등감독은 감독팀에서 회사의 모성보
호, 고평업무 전반을 감독한다고 보면 돼요. 성희롱이라고 인정된 사업장으
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본부 여고과에서 고용평등 점검 대상 선정기준
을 매년 상하반기에 내려보내는데, 청마다 이 기준을 재량껏 적용할 듯 해
요.(감독관1)

차년도 감독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된 건수는 없거나 1-2건 정도라고 하였다.
익명신고사건 처리 지침과 다르게 차년도 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경우
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없죠. (감독관5)
저희도 거의 뭐 한두 건. (감독관6)

모집 성차별이 신고된 경우 모집기간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년도
에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차별적 공고
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치도 일종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모집 성차별은, 공고기간이 끝나면 경고조치하고, 안 끝나면 시정지시를 해
요. 모집기간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차년도에 다시 점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차년도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죠.(감독관1)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심리치유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연결한 사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담감독관제가 운영
되는 청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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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면 개선받고 하는거 감안
하듯이 차년도 아까 간거에서 제외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노발재단에서도
하는게 있긴 해요. 심리치유지원사업 관련해서 저도 이걸 해서 체크한다고
무조건 연계해주는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이고 정말 필요하겠다고 판단
을 하면 전화번호랑 다 알려주거든요. 어떤 경우는 의사선생님도 연계가 되
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분도 있었는데 이게 어
차피 예산 문제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돼도 이것
도 장단이 있겠지만 굉장히 진정인 마음이 수그러들 수 있고(감독관3)
저도 이거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도 많고, 신고할 때
원한다고 하면 진정인에게 바로 안내문자가 가게.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저
희가 지금 상담실 연락처를 알려주잖아요. 저희가 직접 연계해서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익명신고 누르
는 순간.(감독관4)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지원사업을 연결해주는 사례
도 확인되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세사업장 소규모 직원 수가 몇 명 안되지만 성희
롱 사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무료강사 연결해서 교육 받으라고 해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경영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냐.
그러니 교육 받으시고 경력제출 하시라 하면 거의 따라주세요.(감독관6)

4. 소결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들은 대표성 있게 설계된 조사표본이 아니
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성희롱･성차별 사건의 주요 특성과 조치
결과를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특히
표본을 설계하여 조사할 경우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6.5%(황정임 외, 2018), 9.7%(김종숙 외, 2018)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
경험 사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익명신고센터 데이터는 더
큰 규모의 성희롱 신고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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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신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25)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자연스러
운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성희롱 발생 빈도에서 소규모 사업장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대응 관련해서는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내 창구에 고충을 신고했음에도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한 경우가 28.3%에 달한다는 것은 사내 고충처리 절차가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일
경우 사내 고충처리 절차로 신고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
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내 구제절차를 통한 성희롱 분쟁 해결을 기본 축
으로 삼고 있는데,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가해자일 경우 작동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나 대표이사에 의한 성희롱을 더욱 엄격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
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조치를 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게
나왔다. 관리자나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대상 성희롱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관점을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 여부 관련해서
도 전체의 7.1%(41건)만이 불리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에 대
한 불리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인 대응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재의 익명신고센터 신고양식은 회사의 조사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지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불리한 조치
여부 등을 필수입력 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익명신고센터의 목적은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
서 열거한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피해자와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 신고사건 중 21.8%의 신고 사례에 대하여 행정지도가 실시되었음이
언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의 분석자료만으로는 다른 신고 사례에 대해서 행정
지도가 실시되지 않은 원인을 결론 내기 어렵다. 다만, 신고 사례의 79% 가까
25) 이 소결에서 별도 출처 표시 없는 통계 숫자는 이 보고서 제3장 제1절의 분석
결과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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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행정지도가 불필요한 사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성희롱 신고사건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7건(4.7%)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
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자의 조치 의무나 불리한 조치 금지 규정 위반 관련 조사나 판단에 근로감독관
이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조치 결과 중에서도 취하 종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관계 관련 근거가 미약한 신고가 많아서인
지, 신고인이 성희롱 신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의지를 상실하고 취하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이 추후 필요하다.
또한 성희롱･성차별 전담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
임에도 비전담감독관이 담당한 사례가 50%를 넘는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
성차별 관련해서는 모집공고, 면접과정, 채용 관련 신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업장 성격과 관계없이, 모집공고, 채용 등에서의 차별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모집공고, 면접, 채용 관련 명시적인 성차별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승진배치 차별에 비해 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과 함께, 고용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승진, 배치 등
에서의 차별도 상당수 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진정 사건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성차별의 경우 진정으로 전환된 비율이 성
희롱 신고(23.3%)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성희롱 사건에 비하여 성차별 사건
에서 근로감독관이 더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신고인들이 진정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로 신고된 189건의 사례 중, 사업장 대상 실태조사 실시가 언급된 경우
는 없었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 처리지침에서도 성희롱 처리지침과 마찬
가지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시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26) 사업장 감독은 총 8건(4.3%)의 신고 사례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처리 지침,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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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비하여 행정지도, 감독 등의 조치를 실시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취하종결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 여부 판단이 비교적 쉬운 모집공고,
면접과정 관련 차별 신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종결한 사건의 비율도 성희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성차별 해당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되는 지점이다.
신고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대규모의 신고사건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지도, 감독,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과제가 드러난다. 익명신고센터의 특성상
근거자료가 전혀 없이 제기된 신고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고 건수에 비하여 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사건의
비율이 낮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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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신고센터의 의의
익명신고센터는 다른 부처에서 설치한 신고센터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근로
감독관이 조사 및 감독,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또한
진정, 근로감독 청원 등 고용노동부 내부의 기존 신고창구와 비교하면 ⅰ) 익명
신고일지라도 근로감독관의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 ⅱ) 신고된 사업장은 다음
연도 고용평등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
ⅲ) 신고인에게 2차 가해 관련 모니터링, 심리치유나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의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 진정 절차로 신고된
사건의 경우 접수 건수와 처리현황 정도만 통계로 작성되어 관리된 반면, ⅳ)
익명신고센터 신고사건은 사건의 세부 유형 및 세부 조치 결과, 심리치유지원
사업 신청 여부 등을 담당 과에서 통계로 관리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7) ⅰ~ⅲ의 특징은 익명신고사건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적용되고 있다.
익명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지침(고용노동부, 2018.6.15.)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성차별 사건 관련
별도의 처리지침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예규)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으로 접수된 성희롱･
성차별 신고의 처리 관련 지침과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지침을
비교하여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27) 고용노동부는 2018.3.8.~에서부터 1년간의 접수 사건의 분석결과는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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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성희롱 사건 처리지침의 비교
구분

진정 접수 사건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근거 지침

ㆍ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지침 ㆍ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지침
(’18.6.15.)
(’19.9.27.)
ㆍ직장 내 성희롱 예방업무 매뉴얼
(진정 사건에 적용되는 지침과 매뉴
얼의 성희롱 판단기준 등은 동일하게
적용됨)

담당 감독관의
지정

전담 근로감독관이 담당감독관 지정
ㆍ처리진행경과 주1회 이상 입력
ㆍ조치 결과 세부적으로 입력. 기타
종결의 경우도 세부사유를 입력해
야 함

사건 입력
익명신고 처리

실명 신고만 가능

익명 신고사건도 조사 가능

제3자 신고

피해자만 가능

제3자의 신고 가능

주요 내용

ㆍ성희롱 판단기준과 처리시 주의사항 ㆍ익명신고센터 신고사건 처리 절차
ㆍ사건 조사방법
ㆍ진정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ㆍ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및 방법
ㆍ행정지도의 기준 및 예시
ㆍ사업장감독 및 차년도 고용평등근로
감독 대상 포함 기준

행정지도

ㆍ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활동 중심 ㆍ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으로 규정된 처리지침의 특성이 행정지도 실시
있음
ㆍ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ㆍ법 위반 사항 없더라도 성희롱 예방 실시 강조(실태조사표 예시)
교육 준수 여부 조사하도록 규정 ㆍ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조
→ 지도 사항 불이행 시 사업장 감독
실시하도록 규정

사업장 감독

후속 조치

출처: 자체 작성

ㆍ피해가 경미하지 않거나 반복적,
다수의 피해 발생 추정되는 경우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ㆍ익명신고센터 신고된 사업장은 차년
도 감독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ㆍ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조직문화개선 ㆍ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의 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컨설팅 등의 지원서비스를 안내하
수 있음(매뉴얼, 58면)
도록 함
ㆍ성희롱 발생 사업장 관리, 지도 활동 ㆍ사건 종결 후 2차 가해 여부 관련
의 예시로 고충담당자 교육, 무료 문자 발송
강사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수 있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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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성차별 사건 처리지침의 비교
진정 접수 사건
ㆍ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근거 지침

담당 감독관의
지정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ㆍ직장 내 성차별 익명신고 처리지침
(’19.9.27.)
(진정 사건에 적용되는 지침은 동일
하게 적용됨)

전담 근로감독관이 담당감독관 지정

사건 입력

ㆍ처리진행경과 주1회 이상 입력
ㆍ조치 결과 세부적으로 입력. 기타
종결의 경우도 세부사유를 입력해야
함

익명신고 처리

익명신고도 조사 가능

제3자 신고

제3자 신고 허용

주요 내용

ㆍ차별 유형별 예시
ㆍ합리적 이유 및 동노동임 원칙
판단 기준

ㆍ행정지도 및 감독의 기준

행정지도

ㆍ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지도 실시
ㆍ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강조(실태조사표 예시)
ㆍ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조
→ 지도 사항 불이행 시 사업장 감독
실시하도록 규정

감독

ㆍ익명신고센터 신고된 사업장은 차년
도 감독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후속 조치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안내

출처: 자체 작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성희롱･성차별 사건의 처리지침을 기존의 진정 절차로
접수된 경우의 지침, 예규와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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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익명신고센터와 기존의 진정 사건 신고 절차의 차이와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의 분석결과에서 보이듯이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일정 부분은 진정 사건으로 전환된다.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감독 대상 포함, 실태조사 실시, 심리치유지원 안내 등이
안내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되었다가 진정 사건으로
전환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기존의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지침이나 규정에
비해 추가된 행정지도나 후속 조치를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는데, ‘처음부터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가 사항을 근로감독관이 행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같은 성희롱･성차별 신고인데 접수 창구가
어디인지에 따라 감독관이 해야 하는 행정지도나 후속 조치가 달라져야 할
논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신고센터의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지침에서 추가한 사항들은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별도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성희롱･성차별
신고사건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익명신고센터 사건 처리지침
에서 추가된 사항들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등 근로감독관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2차 가해 관련 상황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심리치유지원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기존의 진정 사건 처리지침에서는 사업장
감독 관련 내용이 전무한데, 익명신고센터의 지침에서는 다음 연도 감독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관의 업무를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성희롱 진정
사건 처리지침이 법 위반 여부의 확인과 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넘어서
행정지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 성희롱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
라도 실태조사 실시, 근로자 면담, 사내 고충신고 절차 안내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성희롱 진정 사건 처리지침은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방교육 실시 위반 여부
확인 외에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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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센터 사건 처리지침의 이러한 특성은 익명신고나 제3자 신고를 허용
하는 것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익명신고나 제3자 신고는 그 특성상
신고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사실관계 조사에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조사하고 지도할 의무 내지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익명신고센터는 성희롱･성차별 사건에 대한 감독관의 지도, 조사,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성희롱･성차별 관련 법 위반 여부 판단에서 벗어나 예방적인 지도활동과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 이러한 시도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전문가
들의 비판 지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영희(2018:14-15)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을 두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01조)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법 위반 사항 조사와 판단에 그치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집행을 위해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일환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영희, 2020:45).
둘째, 익명 신고나 제3자 신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익명 신고를
통해 실명 신고와 출석조사의 부담을 지지 않고도 해당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희롱･성차별 신고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셋째, 성희롱 신고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사업장을 차년도 감독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또는 심리치유지원 서비스 연계, 2차
가해 관련 후속 문자 안내 등을 하도록 하였다. 근로감독관이 조치 결과를
입력할 때에도 세부 조치 내용 및 사유를 입력하도록 한 것도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익명신고센터의 세 가지 특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익명신고센터의
목적인 ‘성희롱･성차별의 실효성 있는 구제’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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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신고센터의 성과와 한계28)
가.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의 측면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579건의 성희롱 신고 사례 중 전체의 21.8%에 해당
하는 126건의 사례에서 행정지도가 실시되었다. 성차별의 경우 행정지도나
감독을 실시한 경우의 비율이 43.4%에 달하였다. 근로감독관 면접에서는 행정
지도를 통해 성희롱･성차별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행정지도의 내용은 재발 방지대책 수립, 예방교육 실시 의무 관련 자료
증빙, 사용자의 법적 책임 관련 지도 등 다양하였다. 조치 결과 입력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행정지도의 내용을 세부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또한 신고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언급된 경우는
성희롱의 경우 18건(3.1%), 성차별의 경우 0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법 위반의 조사, 판단을 넘어서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를 강조
하는 익명신고센터의 설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감독관 면접에서는 성희롱 신고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성희롱 관련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과태료 등에 대해 안내하면 인식 개선의 효과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만 판단하기보다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을 안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인
에게도 단순히 결과를 통보하여 종결하는 것보다 지지와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전담근로감독관이 있어서 현장 방문할 여력이 있는 고용노동청은
적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익명신고센터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지침에서는 행정지도/감독을 하는
28) 제4장 제2절의 통계 중 별도 출처 표기가 없는 것은 이 보고서 제3장 제1절의
분석결과를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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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실무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설명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적용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업장 감독이라 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 전반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잡혀 있는데, 성희롱이나 성차별
혐의만을 이유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익명신고, 제3자 신고의 처리
진정 사건 처리 규정에서는 출석 조사 요구를 2회 이상 불참하면 사건이 종결
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에 익명 신고나 제3자 신고도 허용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익명 신고의 비율이 성희롱은 40%, 성차별은 50%를 넘기
때문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감독관 면접에서는 익명
신고로 계속 진행될 경우 “100% 조사를 하기 어렵고, 내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고충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익명신고센터 사건 처리지침에서는 익명 및
제3자 신고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측면
익명신고센터의 사건 처리지침은 진정 절차와 달리 2차 가해 발생 여부에
대한 안내, 심리치유지원 및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활동 안내, 차년도 사업장
감독 대상에의 포함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익명신고센터 사건처리결과
데이터상으로는 실제로 심리치유지원을 안내하여 연결해주었는지, 사업주가
컨설팅을 받도록 안내했는지, 2차 가해 관련한 후속 민원에 대응했는지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근로감독관 면접을 통해 조직문화 컨설팅으로의
연계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컨설팅 연계에 대한 감독관의
인식이 높지 않거나 민간기업에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거론
되었다. 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서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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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1. 동안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총 113개 사업장에 컨설팅위원단을
파견한 실적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고센터의 민간
기업 컨설팅 지원 실적은 2건에 불과하여 공공기관과 달리 컨설팅지원사업을
독려할 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년도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했는지도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익명신고센터 사건처리 결과를
입력함에 있어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 강제력 있는 시정조치의 측면
근로감독관이 성희롱･성차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으로는
사업장감독,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송치 등이 있다. 신고사건 중 사업장감독이
실시된 경우는 성희롱은 4.3%, 성차별은 4.2%에 불과하였다. 또한 과태료
부과된 경우도 성희롱이 4.7%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도 성희롱 0.3%,
성차별 0%로 나타났다.29) 또한 과태료 부과 사유의 대부분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익명신고센터의 특성상 성차별로 인정하기
어려운 신고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나, 579건의 성희롱
신고와 189건의 성차별 신고 중 시정명령과 과태료, 기소의 대상이 될 사건이
5%도 되지 않는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성희롱･성차별 사건의
조사와 판단 관련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현실을 반영하는지, 근로감독관의
조사 역량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인이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종결한 비율도 성희롱･성차별 각각
34.7%, 9.0%에 이른다. 특히 성희롱 신고의 취하종결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경우, 2018.3.8.~2018.12.31.까지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례 중 사건처리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이 367건이었고, 그중 신고를 취하하여 중단한 경우가
34건이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28, 47). 이에 비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의 취하종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

29)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 금지 규정에는 과태료가 아닌 벌칙 규정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존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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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근로감독관의 성희롱, 성차별 사건 조사 역량의 한계가 원인인지,
익명신고가 남용된 결과인지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익명신고센터의 경우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고용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와의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이 주된 부분을 이루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능은 부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높은 취하 종결 비율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차별 신고 사례에서는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된
비율이 성희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
된 비율이 높은 것은, 모집공고 등과 같은 명시적인 차별이 아닌 경우 이를 판단
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사건의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
이다.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지침과 근로감독관용 성희롱 예방업무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는데, 성차별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2020)을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기간제, 파견 차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성차별 관련해서는 범죄로 인지하여 처리하는 기준만 있을 뿐이다. 성차별 관련
해서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규정만 있는데, 모집공고 상 차별적인 내용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를 개시한다. 모집공고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의 신고일 때에는 경고 조치 후 3년 이내 재발 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집무규정의 처리기준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벌칙 적용 관련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 사례 중 기혼
여성만 따로 면접을 진행하고 전원 탈락한 경우에도 담당자에 대한 시 말서
작성을 명하는 것으로 종결된 경우도 있었는데, 집무규정상의 처리기준이 갖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102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 개선방안
익명신고센터의 주요 특징인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 익명 및 제3자
신고의 조사,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의 강화, 강제성 있는 시정조치의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한 결과 그 한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전담근로감독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담근로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박선영 외, 2019:97-98). 1개의 고용노동청을 제외하고는 성희롱･성차별
사건만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인원이 배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분석결과 전담감독관이 아닌 감독관이 성희롱사건을 담당한 사례가 50%가
넘게 나타났다. 전담근로감독관이 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실제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는 근로감독관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지역 청들이 보인다. 임금
체불 등 다른 사건을 담당하면서는 성희롱･성차별 사건처리 관련 전문성을 축적
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 “차별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을 정해야 하고, 근로조건 상 차이를 확인, 합리적
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차별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감독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근주 외, 2018:83)
성희롱･성차별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재진정이 들어올 경우 기존 담당자는
제척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청당 2명의 전담감독관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 인력이 부족한 청의 경우 직장 괴롭힘 사건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배정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 법위반 판단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필요성
익명신고센터가 표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은 기존의 근로‘감독’
상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행정에서 벗어난다는 부담감을 감독관 면접이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방안으로
“현장중심･사전지원형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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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감독활동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김근주 외, 2018:84-85). 기업 내 담당자의
인식 수준이 낮고 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기 어려운 성희롱･성차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하여 성희롱･성차별 신고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담근로감독관의 역할에 ‘「남녀
고용평등법」 준수를 위한 지도’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성차별 신고에 대하여 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이
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지도와 감독의 사례를 정리
하여 감독관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전적, 예방적인 행정지도를
활성화하고 성희롱 소지가 있는 언동이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침 및 매뉴얼 정비
익명신고센터 운영 결과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된 경우 등에 있어 성희롱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명시적으로 성차별을 하는
경우를 넘어서 성별 직급, 직군 분리 방식으로 간접적,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사안이 많아질수록 근로감독관의 성차별 여부 판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고용 성차별 판단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근로감독관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용노동부 <성차별 익명신고사건 처리지침>의
경우, <성희롱 익명신고 사건 처리지침>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절차 및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 반면에 성희롱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업무 매뉴얼>이 활용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지침(여성고용정책과 '18.6.15)>도 참고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성희롱 판단 및 피해 구제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침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19). 성차별 신고사건의 처리기준이 성차별에 비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차별 신고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후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 신고사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104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사례 분석 및 근로감독관 면접 등을 종합한 결과,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
적 발언이 신고된 경우, 이로 인해 채용에서 불이익을 보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성차별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직자는 재직자에 비해
성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이 매우 부족하고, 채용차별은 여성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접에서의
성차별적 발언 자체를 성차별로 판단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지도 및 감독, 과태료의
단계적 부과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관련 지침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성희롱 사건에서는 2차 가해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조치의무 및
보호의무 위반 관련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입력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차 가해나 불이익 조치 등은 익명신고센터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현 입력양식에서는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2차 가해, 불이익 조치,
회사의 조치의무 이행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지침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라. 성차별 신고 및 사건처리 활성화 대책 필요
이번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희롱, 성차별 신고 규모 및 조치
결과에서의 격차이다. 성희롱에 비해 성차별의 신고건수가 매우 적은데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원인을 추측하자면 성희롱에 비해 고용 성차별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피해구제 가능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희롱의 경우 미투운동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 성차별 관련 정부의
단호한 근절 의지 및 피해구제 절차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차별 신고 내용 중 모집 공고의 차별적 내용이 가장 높은 34.4%이고 승진
(13.8%), 임금(12.7%) 차별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모집 공고의 차별적인 내용은 성차별 여부의 판단이 명확한
경우이나 승진, 임금차별의 경우 성별직군분리 등 구조적인 원인이 관련되어
있기에 신고를 더욱 주저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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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승진, 임금차별 관련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홍보, 교육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용 지침 및 매뉴얼, 교육 내용 등에 구조적인 성격의 차별에
대한 예시 및 판단기준 등을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차별 사건을 조사,
판단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 익명신고센터 운영 관련 개선
익명신고센터 운영 관련 개선해야 할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고내용 중 꼭 입력되도록 장려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 성희롱 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익명
신고센터 신고양식은 회사의 조사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지점, 피해자
에 대한 보호조치, 불리한 조치 여부 등을 필수입력 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익명신고센터의 목적은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피해자와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초 신고인지, 사내처리절차를 거친 후의 2차 신고인지 구분이 되도록 입력
양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밖에도 신고센터의 신고내용만으로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적절하게 분류,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양식을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신고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초기 익명신고 내용이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30)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 결과를 입력함에 있어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년도 사업장 감독
대상에 포함된 실적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입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익명
신고센터 사건 처리지침에서는 조치 결과의 내용과 사유를 세부적으로 입력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행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희롱

30) 이상의 입력양식 관련 내용은 이 연구보고서를 심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
으로 작성된 것임.

106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또는 성차별로 인정했는지 여부, 시정기간 14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한 경우
인지 등의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조치 결과의 세부내용과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통해 공유가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노동위원회가 관련 구제 주체로
역할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본부에 설치된 익명신고센터의 유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역할이나 기능의 변화가 필요한지,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사건의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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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onymous Reporting Centers for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nalysis of Operational Performance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Miyoung Gu
Hyojung Kim
Soojung Shin
Younghee Lee
Daeun Chu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by analyzing
cases received and processed at the anonymous reporting center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Second, w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cases that were received
and handled within businesses and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checked the result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at the anonymous reporting center, and suggested
points that need improvement.
Unlike reporting centers set

up in other

ministries,

the

anonymous reporting center has a strong point in that it is able to
order corrective action and labor inspectors who are judicial police
officers to investigate and supervise. In addition, compared with the
existing reporting windows insid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ch as petitions or labor inspection, the anonymous
reporting center has the following strong points: ⅰ) Even
anonymous reports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by labor inspectors.
ⅱ) Job sites that were reported are also selected for the next year's
inspection for labor equality and are subject to labor inspection. ⅲ)
A difference is that it guides the person who reported support
through measures such as consulting to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monitoring for secondary offenses. In addition, through
the existing petition procedures, only the number of applications on
incidents that were reported, and the status of their processing, was
recorded and managed as statistics. ⅳ) The cases reported at the
anonymous reporting center differ in that the department in charge
manages the statistics on the detailed types of cases and the
detailed results of measures taken, whether or not psychological
healing support was applied for, etc., and it announces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se cases.1) The characteristics of i-iii
are applied based on content provided in the handling guidelines
for anonymous incident reporting.
Limitations were confirmed in the following four aspects that were

1) In 2019,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leased its analysis
results of incidents it received over 1 year, starting from March 8, 2018.

evaluated:

the

anonymous

reporting

center’s

main

distinct

characteristic of active administrative leadership and supervision,
investigation

of

anonymous

reports

and

third-party

reports,

strengthening follow-up and monitoring, and compulsory corrective
measures. The very first thing that has to be pointed out is the
operation of the system dedicated to labor inspection as a mere
formal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places where personnel were deployed to deal exclusively with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cases could not be
confirm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to
put the basis for active administrative leadership and inspection of
report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incidents
into the Gender Equality Act or regulations on the official duties of
the office of labor inspection. It is specifically mentioned that the
role of the “inspector exclusively for labor” includes “leading
compliance with the Equal Employment Act.”
Finally, even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rule that the
reported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reports
were a violat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share
cases that were inspected and various administrative guidance that
can be carried out by labor inspectors.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proactively vitalize preventiv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contribute to improving organizational culture with regard to
sexually harassing speech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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