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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요약 >
Ⅰ. 연령차별
1.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가. 차별금지법의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권한과 임무
등)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에 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차별을 규율하는 실체법적
내용을 충실히 담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나이 등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
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의 제정방식은 각 종의 독립적 차별금지법(예, 연령차별금지법,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의 입법화에 따른 차별금지법제의 다원화 내지 복잡화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 실체적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각 차별사유에 고유한
특수성이 간과되거나 독립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 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외국의 예로 캐나다의 경우 1977년에 제정된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 Act)에서 연령 등 다양한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 등 제
영역에서의 직접․간접차별을 규제하고, 인권위원회가 차별구제를 담당한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금지, 고
용 및 기타 영역(재화, 용역, 교육 등)에서의 차별금지내용의 구체화, 연령차별 등
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차별사유(일반적 차별예외사유, 각 영역에 고유한 차별
예외사유), 차별구제기관과 구제수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차별구제기관의
다양성(예,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나.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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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은 다른 차별에 비해 그 발생빈도 및 심각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령사
회에 대비한 고령노동력의 활용과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다 강
한 규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필요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차별
사건(2001. 11. - 2003. 10.) 가운데 고용차별 46%, 재화 등 공급․이용 차별 16.4%,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4.9%이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
진및직업재활법 등에서 고용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나 차별금지사유의 제한, 적용범
위의 한정, 선언적 차별금지, 실효적인 구제수단 부재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고용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서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용 외의 영역에서의 연령차별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
가 있으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의 2000년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제2000-78호 지침’
은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1967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40세 이상의 자에 대한 고용상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아
일랜드는 1998년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을 제정하여 연령 등 9가
지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근로관계의 성
립․전개․종료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고용차별의 금지(단,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포섭하는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 요함), 연령차별금지 보호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연령차별 예외사유의 명시(예컨대, 진정 직업자격, 연공에 따른 우대, 적극적 조치
등), 고용차별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구제기관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 확립(노동위
원회의 관할 확대, 인적․물적․조직적 독립성 등 확보) 등이 요청된다.
2.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
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연령차별구제수단의 확립
노동위원회는 해고 이외의 고용차별을 구제할 수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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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차별구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그쳐 구제의 현실적 실효성에 한
계가 있다. 그 외에도 연령차별의 피해자가 차별추정의 사실을 제기한 경우 차별
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타당 당사자에게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연령차별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도 부재하다.
따라서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확립하되, 실효성 있는 구제절
차와 수단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별구제신청의 범
위 확대(차별피해자 외에 노조 등 이해관계 단체 포함), 차별구제신청․증언 등을
이유로 하는 보복(불이익취급)금지, 입증책임의 전환, 차별구제수단의 다양화(차별
중지․시정․예방조치, 물적․정신적 손해배상 등) 및 그 이행 확보,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벌칙(단, 간접차별 제외) 및 민사징벌제도의 강구 등이다.
나.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등 관련 연령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에서의 균등대우)는 연령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모집․채용에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고용정책기
본법(제19조)은 모집․채용에서의 사업주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나 법위반에 대한
제재의 부재 등 선언적 금지에 그치고 있다.
신규채용시 연령제한 사업체(조사대상 총 1,433개 사업체)의 비율은 50%(한국노
동연구원, 2002년 사업체실태조사결과), 공기업 및 정부산하 기관의 경우 58.8%(노
동부, 2004년 2-3월 조사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각종 공무원관계법령에서는 응
시․채용연령을 제한(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외무공무원임용령, 군법무관임용
법시행령, 고용직공무원규정 등)하고 있다. 예컨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5급
20~32세, 6급․7급 20~35세, 8급․9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18~40세, 기능직 기
능 8급 이하 18~35세(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4조의 2)은 고령(55세 이상) 또는 준고령(50~54세)을 이유로
하는 사업주의 모집․채용․해고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나, 법위반에 대한 제재가
전무하여 선언적 금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고용조정시 연령(특히 고령)을 명예
퇴직이나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인력선발시 고령자 기
피율에 대한 조사에서 “다소 기피하는 편” 및 “매우 기피하는 편”이라는 응답의
- 3 -

합이 58.6%(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사업체실태조사결과)이였다. 그리고 정리해고
의 기준으로 인사고과나 징계경험을 고려한 경우 약 67%, 연령을 고려한 경우(직
종․직급에 따른 연령 고려 포함) 약 52%, 근속년수를 고려한 경우 약 46%, 부양
가족수를 고려한 경우 약 36%(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실태조사결과, 지난 3년간
고용조정을 실시한 적이 있는 사업체 대상)로 조사되었다.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연령차별을 금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우선,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 금지(위반시 제재) 및 공무
원 채용응시연령제한 폐지이다. 다만, 진정 직업자격 또는 직무의 성격상 연령제
한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예, 군인)는 제외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리해고시
사회적 관점(고령자 등 해고에 따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근로자의 보호)을 고
려한 해고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사, 승진에서의 평등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단, 기업
공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행하는 연공(재직기간)에 따른 대우의 차이는 제외될
수 있다. 그 외에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경우 직무평가제도의 신설 및 최저임금법
제5조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취업기간 6개월 미경과한 18세 미만 연소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10%삭감 규정)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직업
훈련기관 및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연령차별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harassment)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금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괴롭힘은 나이에 근거한 언동으로 개인의 존엄성․인격침해하거
나 위협적․적대적 또는 굴욕적 작업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ILO 1980년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 EU 2000년 ‘고용․직업에서의
평등대우 지침’(제2000-78호),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등은 모집․
채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차별, 그리고 직
업소개기관과 직업훈련기관, 노사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 규제하
고 있다.
다. 적극적 조치제도의 도입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기준고용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권고적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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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여 그 실효성 미흡한 상황이고, 고령자우선직종고용제도는 그 적용이 공공부
문에 한정되고 있다. 고령자기준고용율제도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고령자 일정 비율(업종에 따라 3-6% 차등 적용) 이상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고령자고용율은 평균 3.7%이나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고, 특
히 제조업의 경우 1.58%에 불과하다(노동부, 2002년 고령자고용현황조사결과).
연령차별 등 다양한 고용차별의 예방․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
무를 부과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포상․제재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야 한다. 계획수립시 노사간 협의를 의무화하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
하고 지도․권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이행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획불이행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마련
하며, 평가우수기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적극적 조치제도를 적용하되, 공공부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정부조달계약기업 포함)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초기 적용대상범위의 협소화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저해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존슨 대통령 행정명령 11246호에 의해 평등촉진을 위한 계약준제
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계약 체결하는 모든 기관․기업으로 하여금 행정명령이
규정하는 고용차별금지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준수케 하고 있고, 계약에 포
함된 고용평등관련 조항을 계약자나 하청계약자가 미준수시 계약의 전부․일부의
취소, 해지, 보류가 가능하다.
라.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민간부분의 경우 정년제를 규제하는 실정법은 부재하고, 관행이나 취업규칙 또
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년제 실시 사업체의 비율은
76.2%(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6.4%), 평균 정년연령은 55~57세(한국노동연구
원, 2002년 사업체실태조사결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각종 공무원관계법률은 직무
종류별 내지 계급별 공무원 정년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80년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에서는 특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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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서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은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의 원칙과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제22조)하고
있다. 미국의 ADEA는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직조치를 연령차별로 금지
하고 있는데, ADEA 제정 당시(1967년) 법적용 상한연령은 65세였으나 1978년 법
개정 70세, 1986년 법개정 상한연령 완전 폐지되었다(단계적으로 강제퇴직금지 시
행). 다만, ADEA에서는 경찰․소방관, 기업의 경영간부 등의 경우 일정 요건 하
에서 강제퇴직을 허용하고 있고, 기업연금제나 자발적조기퇴직제에 근거한 일정
연령의 퇴직은 연령차별에 해당 않게 된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일정 요건 하에서
노령연금수급권과 연계한 강제퇴직조치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근
로자의 완전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및 단체협약․근로계약상 완전노령연금수급연령
초과하는 퇴직연령 설정시 그 연령 도달이다(L.122-14-13조 제3항). 일본의 경우 60
세 미만의 정년제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1994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면서 1998년에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법률로
금지한 것이다.
정책방안으로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제의 금지하되, 그 실시방법에 있어
서는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장려 및 지원제도 강화(제1단계) → 60세 미만의 정
년제 금지(제2단계) → 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60세에서 65세)
에 따른 정년금지연령의 상향조정(제3단계) 과정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직무성격상 연금수급연령 하회하는 정년 설정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정년까지의 고용보장, 업무
의 특수성(예,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등에 비추어 법령에 의한 직무별 정년제 및
계급별 정년제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제를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 주도적 능력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급
교육훈련휴가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내용에 관한 근로자의 선
택권을 보장하고, 고용보험에서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체제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지연은퇴 및 연금수급청구의 연기(연금수령연령 이후의
계속적 노동과 기여금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 경
우 보다 유리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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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가. 고용보험법상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의 차등 시정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일수에서 피보험기간(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다(제41조 제1항 및 별표). 예컨대, 보험가입기간이 1
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30세 미만 9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150일이다.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제102호, 1952년) 및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
의 보호 협약’(제168호, 1988년)의 경우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지급기간의 차등
은 허용하고 있다(단, 일정 기간 이상의 급여지급 보장 요구).
그러나 동일하게 비용(보험료)을 부담한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
지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 급여 목적이 실업기간 중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는데 실업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령보다는 부양가족수에 따른 차등이
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급여지급기간을 상당히 제한(최고 240일)
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연령그룹에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 제
한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 급여액수에서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증액하거나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50세 또는 55세 이상 고령실업자에 대한 급여지급기간의
연장은 허용된다.
나. 특수직역 연금법상 연장자 우대의 수급자격요건 시정
공무원연금법(제41조의 2, 동법시행령 제36조의 2 제2항) 등은 사망조위금 지급
관련 동순위 수급권자가 복수인 경우 급여액 균분이 합리적임에도 연장자를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취지의 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
47조의 2 제2항,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44조의 9
제2항 등이 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수급자 특례규정에서 연장자를 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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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항).
사망조위금지급 관련하여 복수의 동순위자간에는 균분토록 하고, 군인 사망에
따른 급여수급특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급여수급자를 정함이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한 유형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연금법에서는 사망일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동순위자 2
인 이상인 경우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9조의 2 제3항).
4. 기타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가. 교육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를 우선 합격시키
는 대학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2002. 6. 18. 02진차22 결정). 한편, 교육
기본법상 교육차별금지사유에 연령이 포함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동법 제4조 참
조).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교육에서의 연령차별은 교육을 받을 권리(修學權)에 대한 침해․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제공, 교육의 내용 및 지원 등에서의 연령차별을 금
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특정 연령 이상의 학생만을 위하여 설
립된 교육기관이 연령 미달을 이유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차별에서 제
외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로 아일랜드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은 연령
등 9가지 차별사유에 근거한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나. 재화․서비스․시설 등 제공․이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연령을 이유로 주택임대의 거부, 상업시설의 이용 제한, 보험가입의 거부․제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보험, 의료, 교통, 토지,
각종 공공․상업․주거시설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을 포괄적
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재화 등의 제공․이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본인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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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가족의 나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한다. 가족 중 유아 내
지 노약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주택임대의 거부, 아동을 동반한 경우 소란 등
영업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영업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그 예
이다.
외국의 예로 1977년 캐나다인권법은 재화, 서비스,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
시설 등에서의 연령차별(연령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 포함)을 금지하고 있고, 2000
년 제정된 아일랜드의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도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재
화, 서비스, 부동산, 시설 등의 제공․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재화․서비스․시설의 제공․이용과 관련한 연령차별(연령에
근거한 괴롭힘 포함)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야 하고, 본인 외 가족․관계인의 나
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연관차별) 역시 규제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고 객관적인
보험통계상의 증거에 의한 보험서비스의 제한․차등, 의학적 증거(예, 특정 연령층
에 대한 효과성 또는 위험성)에 입각한 의료서비스의 제한, 공익(건강․보건․안
전 등) 기타 합법적 또는 정당한 목적을 이유로 한 시설의 이용 제한 등은 차별
예외사유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공기관 내부선거․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우대기준의 개선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 국회 내의 각종 선거,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의 선
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위촉 등에서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선출․위
촉하도록 규정하거나, 국회 내지 정부 산하 각종 공공위원회에서 의장․부의장․
위원장를 대신하는 직무대행자를 연장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그 합리성이 의
문시 된다. 이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제12조, 국회법 제
18조․제47조․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7
조, 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에관한규칙 제3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24
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 문화예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문화
재위원회규정 제3조․제6조, 방송법 제22조, 영화진흥법 제9조 등이다.
합리적 이유 없는 연장자우대는 연하자의 배제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키므로 보
다 합리적인 다른 기준(예컨대, 호선)이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연령차별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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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부합한다.
라. 선거법상의 연장자우대 및 선거연령 기준의 재검토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
선자로 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8조 제1항, 제191조 제1항)하고 있으나
그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동일 취지의 관련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116조). 또한 선거권이 부여되는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투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지 않는 경
우에는 재투표, 재투표가 불가한 경우 대체 가능한 다른 합리적 기준이 개발되어
야 한다. 한편, 입법예고(2004.6.14, 법무부공고 제2004-25호)된 민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민법상 성년연령의 하향(20세→19세)이 예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
행 선거연령 20세 역시 하향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국제적으로도 선
거연령 18세가 일반적 경향이다.

Ⅱ. 학벌·학력차별
1.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기업체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출신대
학, 학교성적, 전공분야로 출신대학에 대한 차별이 선발과정에 잠재한다. 기업체의
신입직원 서류 전형 기준으로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출신대학(학벌)이며, 출신대
학의 서열은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명문대학 서울소재 주요 대학 서울소재 대학/
지방국립대학 수도권대학/지방사립 주요대학 순으로 구별되어, 각각에 대한 가중
이 부여된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차별금지 사유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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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명시함으로써 학벌에 따른 취업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령은 선언
적 의미만을 지녀왔을 뿐, 실천에 있어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에서는 채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 표준직무능력체제'
의 도입, 직업 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도입, 입사지원서의 출신대학교
란 폐지, 우수 고용 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사업의 실시, 공공기관에서 능력성과
주의적 인사제도를 투명하게 운영,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도입 등을 제안한다.
그 밖의 전문가들의 제안으로서는 지역인재 채용 및 특정 학벌의 독점금지, 입
사지원서의 학력란 폐지, 학력폐지법의 제정 등이 제안된다.
고용상의 학벌학력 차별의금지 및 시정을 위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학벌․학력에 의한 차별이 법상 금지되
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학벌․학력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의 제반 영역(모
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학벌․학력 차별 금지, 교육․직업훈련 영역에 있어 학력 차별
금지, 대중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한 학벌주의․학력주의 조장에 대한 시정권고 권
한 등과 출신지역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학벌 차별의 시정에도 기여
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둘째, 입사지원서의 학력란을 폐지한다.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경우
그 법에서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삭제를 명문화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학력란의 기재 내용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실상 삼아옴으로써 학
벌학력 차별을 행해 온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학력란의 폐지는
모든 학력란에 대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학력란의 기재"를 폐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의 채용시 지역 인재의 채용을 장려한다. 지
역차별의 해소(지역간 균형발전)를 위하여 당해 지역의 인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
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역인재의 활용을 위한 우선조치는 (1) 그 지역내의 학
벌 차별이 오히려 강화하지 않도록 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며, (2)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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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고위 공직에 특정 몇 개 대학의 출신자가 주로 진출하여 왔다. 정치적 영역에서
차등적 진출 결과는 특정 학벌의 정치적 독점 강화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학벌의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고용을 포함한 일반적 영역에서도 학벌
중시로 연결되는 파급 효과를 발생한다.
고위 공직에 학벌․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아직은 미흡하다. 교수쿼
터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는 관계로 특정 대학에
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고시에 인재지역할당 법안(1998년)
이 제출된 적이 있으나 의원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시험을 사법대학원(로스쿨)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의 제안으로서는, 고위 공직 임용제한제 또는 지역할당제의 도입, 교수쿼
터제의 실효성 강화 등이 논의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 공직 임용 시 학벌․학력 차별의 해소를 위한 균등임용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 공직에 임용에 출신 대학별 제한을 설정하고, 국가고시에 지역
인재를 할당하고(지역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 사법시험을 법
과대학원(로스쿨)제도로 전환하고 지역별로 안배하여 설치한다.
둘째, 공직선거에서 학벌주의․학력주의 관행을 개선한다. 선거후보자 이력에서
학력을 삭제하고(공직선거법 개정), 언론매체의 선거 보도에서 후보자의 학벌학력
소개나 학벌학력별 통계 보도를 금지한다.

3.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의식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주의․학벌주의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그 때문에
학력주의․학벌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학력․학벌 차별이 계속 되고 있다. 우리 사
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이외에 사회 구성
원의 의식 개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로부터 학벌
주의 및 이와 연계된 지역연고주의의 폐해를 위한 극복 노력이 필요하며, 학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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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학력주의를 극복하여 능력중심사회로 발전하는 일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방송매체의 프로그램이나 언론사의 보도 중에는 학벌(출신학교)․학력 및 그 중
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킴으로써 학벌․학력주의를 강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의식의 개혁을 위하여 이를 위한 교육․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
다. 특히 (1)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2) 대중매체 및
언론사의 학벌등에 대한 보도 관행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4. 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의 학력 차별
자격의 부여 등에 관한 많은 법령 등에서 학력별로 필요경력에 차이를 두고 있
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시험의 응시 자격에 학력 차별을 두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노동부에 권고해 이르
면 2004년까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도 자격
기준에 있어 대학전문대학 또는 동등 학력자에게는 전공과 상관없이 학력만으로
자격기준을 인정하고 있지만,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에게는 관련 실무 경력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다(예 직업상담원, 학원강사).
학력을 요건(필수요건 또는 우대요건)으로 하거나 학력의 기재를 요구하는 법규
정의 경우 당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학력”에 대한 평가가 진정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분야 등 학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관련성의
제고 정도가 고려되지 않고 교육단계 졸업 여부만을 가지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저학력자에게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자격제도 관련 학력기준의 전문성과 관련되지 않는 고학력 배려 요소는 능
력중심이 아니라 ‘고’학력주의를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차별성을 강화시키
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자격이 다양해지고 질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직업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차별적 소지를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작성․제출되는 각종 서식에 ‘학력’의 기재가
요구되는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력 기재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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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거나 학력 차별적인 의도가 오히려 숨어 있거나 또는 차별적이 대우를 유
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학력란을 과감히 삭제토록 함으로써 당해
영역 및 사회전반에서 학력차별 내지 학력주의를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5. 교육제도의 개혁
명문대학교의 졸업은 학벌의 취득을 통해 사회경제적 보상이 높은 직업에 진입
하는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마치 대학교의 서열이 학벌주의의 실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벌주의의 원인은 교육제도 내에서보다는 사회
전반에서 구명되어야 하고, 그 극복 대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학벌주의의 극복과 관련한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은 크게 3가
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국가주도․지원 하에 교육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
장이다(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연구 등). 둘째, 대학교육을 평준화하여야 한다는 입
장이며(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 등), 국립대학네트워크의 구성 제안이 그 예
이다. 셋째,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의 통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시민
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 등), 국립대학을 민영화한다는 제안이 그 예이다.
교육제도의 개혁은 교육제도의 목적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대학서열화 극복이
대학교육제도의 개혁방향의 한 기준 또는 한 효과로서 의미할 수 있겠지만 개혁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1차적 또는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 대학교육제도의 목적에 대해(특히 국공립대학의 공교육 목적) 논란이 진행
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산업중심 교육이냐 기초학문 육성이냐, 공정한 경
쟁 강화냐 교육 평준화냐 등의 논란이 있다.
향후 논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인권, 평등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
져야 한다. 특히 대학학력중시를 강화하여 부당한 학력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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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연령차별

Ⅰ. 서 론
역사적으로 평등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이라는 지표를 제시하였듯이, 평등은 법이 추구하는
이념 중의 하나이고, 법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테마이기도 하다. 그만큼
평등은 법에서 난제(難題)이다. 차별금지는 평등의 확립에 대한 요청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부차
원에서도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고용
차별의 금지와 고용촉진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
고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도 연령을 이유로 하는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능
력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어야 경제적으로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
문이다. 고령자를 사회적 부양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여 복지정책 위주로 고령사회
에 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할 수 있는 자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
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의 금지
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는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와 조직문
화 및 인적 관계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공적 생활 및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 합
리적 이유 없이 연장자를 우대하거나 연소자를 배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연령차별적 관행이 각종 법령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연소자에
대한 연장자의 하대는 합리적인 토론문화의 형성을 저해하고, 심지어 언어폭력에
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연령차별적 관행과 행위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
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생활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연령차별적 제도, 관행,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연령차별적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연구기관․관련 민
간단체 등의 조사결과 및 통계수치를 활용하였고, 차별 진정사건과 사례(판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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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대한 분석도 행하고 있다. 연령차별의 소지를 갖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해
서도 검토하고 있다. 연령차별의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정책과 향후 계획 등
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국제기준과
주요 외국의 제도에 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검토․고찰에
근거하여 제 생활 영역에서의 연령차별규제를 통한 평등권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
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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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령차별 일반론
1.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가. 연령의 보편성 및 자연적 가변성
사람에 고유한 인적 특성 가운데 연령은 나름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
어,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국, 장애 등은 고정불변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피
아(彼我)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차별대상그룹이 고정되어 있다. 반면에 연령
은 모든 사람과 관련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
한 연령의 보편성 및 가변성은 차별대상그룹의 명확한 구별, 차별 여부의 판단을
때때로 어렵게 한다. 종교 역시 개종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적이나
연령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연령
은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인적 특성이다.
나. ‘연령’과 ‘연령관련 요소’
연령 자체와는 구별되지만 연령과 상관관계를 갖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우선, 재직기간과 연령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나
이가 많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연령과 임금간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연공임금체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직기간 및 나이가 많을수록 보다 높은 임금
을 받게 된다. 또한 연령은 연급수급자격과도 관련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을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연령관련 요소 때문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 이를 연령
차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사용자가 인건비절감을 통해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의 고임금 근로자들을 우선적인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삼은 경우에 장기근속 및 고임금이 연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연령차별이라고 말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혹은 장기근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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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은 외관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이지만 고령근로자에게 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적인 연령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이
렇듯 연령관련 요소에 근거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연령차별 여부의 판단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
다. 연령차별의 특징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등을 발생하는 원인에는 증오, 멸시, 업신여김, 혐오
등과 같은 감정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정을 통해 피아를 구별하고 타
자를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이어진다. 그런데 연령차별은 나이 듦(ageing)과 무능력
(inability)을 동일시하는 부정적이고 그릇된 고정관념이 그 원인으로 크게 작용한
다. 동일 연령층에 속하는 개인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
시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연령차별로 귀결된다. 특히 개인간의 능력 차이를 확인․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연령차
별을 금지하여야 할 규범적 기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내지
육체적인 퇴화는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 있다.1)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듦은 일종의 특권이나 권위와 동일시되는 경우
가 있다. 장유유서 등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질서 내
지 조직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효의 가치를 윤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통한 위계질서관계가 강조되는 사회일수
록 일상적인 연령차별이 보편화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장
자를 우대하는 제도나 기준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또 다른 구별과 배제를 낳게
된다. 이것 또한 연령차별의 범주에 포괄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나이 듦은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 온다. 능력과 생산성
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나이 듦은 능력쇠퇴 내지 무능력과 동일시되면서 연령차별
을 낳는다. 반면에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조되거나 능력에 따른 평가가 곤란
한 영역에서 나이 듦은 권위․존중․우대와 동일시되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
1) Raymond F. Gregory, Age discrimination in the American workplace,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p.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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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를 배제하거나 구별하는 연령차별을 낳는다. 연령차별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의 연령주의(ageism)에 주목하여야 한다.

2.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가. 평등권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즉, “평등원
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
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
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2)인 것이다.
다만,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
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3)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인
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4)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
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
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
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5)
2) 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3)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가7, 96헌바93(병합) 결정 ;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결정 ;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등.
4)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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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차별의 평등권 침해 해당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연령은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 연령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도 않다.6) 다만, 헌법 제34조(사회
보장) 제5항에서 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3가
지 차별금지사유는 단순히 예시적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7) 연령 등 다른 차별사유(장애, 인종, 국적 등)가 평등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
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비록 헌법 제정 당시에는 예정하지 않았던 차별이지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못지않게 오늘날 사
회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차별에 대해서는 평등권의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평등은 ‘능력에 따라’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연령차별은 ‘능력에 따른 대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등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연령차별은 개인간의 다양한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천편일률적
인 그릇된 믿음(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사람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
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개인이 보유하는 신체․정신적 능력과
그와 동일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공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
체․정신적 능력 사이에는 세대차이 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러한 차이를 일률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은 능력에 따른 대우를 요구
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5)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8헌가37·96(병합) 결정 ; 1996. 8. 29. 선고 93헌바57 결정.
6)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
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특별히 정하고
있다.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317면. 동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헌법규정상 차별금지
사유는 단순히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외 학력․건강․연령 등 어
떠한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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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차별에 의한 기타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연령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저해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을 인간
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독자적인 인격적 평가를 할 것을 의미한다.8) 연령차
별은 사람을 개성과 장점에 근거하여 대우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대우한다는 점
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연령차별은 인간에 대한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의 평가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연령차별, 특히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근로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 고령자를 우선
적 퇴직 내지 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고용조정 역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재직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권9)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10)를 뜻하기 때문이다.
연령차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에 대한 침해․제한이 될 수 있다.
생존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합리
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사회보장수급에서 배제․우대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
은 생존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와 관련하여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 각종 특수직역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
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 사망조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동순위
수급권자 2인 이상의 경우 균분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 등
이 그 대표적 예이다.
연령차별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제한할 수 있다. 공무담임권은 일체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이다.11) 특히 “공무원채용시험
에 있어서의 응시연령의 제한은 공무담임권의 중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국민
8) 성낙인, 위의 책, 303면.
9) 실업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권은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일을 하려고 하여도 일할 기회를 가
질 수 없을 경우에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권
리”를 의미한다. 성낙인, 위의 책, 544면.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617면.
11) 성낙인, 앞의 책, 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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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고등고시 응
시연령의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서 매 연도별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달리 객관적
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최종시험시행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은 국민(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12)
연령차별은 교육을 받을 권리(修學權)에 대한 침해․제한이 될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대학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를 우선 합격시키는 대학의 기
준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입학자의 나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연소자의
우대가 교육의 목표나 성과에 비추어 불가피” 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정당성이 인
정될 수 없다.13)

3. 연령차별의 개념
일반적으로 차별개념은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 차별의도가 있는 차별)
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 차별의도를 요하지 않는 결과적인 차별)로
구분된다. ILO가 1958년에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
111호에서는 차별을 “고용 내지 직업에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구별(distinction), 배제(exclusion) 또는 우대
(preference)”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조 제1항 ⒜). 기회․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
게 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취지는 법기
술적으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모두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었다.14) 한편, 유럽연합
이 2000년에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directive)’ 제
2000-78호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별하여 그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직접차
별은 동 지침이 금지하는 차별사유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였거
12)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9헌마123 결정.
13) 국가인권위원회 2002. 6. 18. 02진차22 결정 참조.
14) 국제노동기구(ILO) 엮음,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한국노동연구원, 2003, 123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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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리하게 대우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제2조 제2항 ⒜). 간접차별은 외관
상 중립적 규정․기준 또는 행위에 의해 특정의 종교 내지 신념, 특정의 장애, 특
정의 연령 또는 특정의 성적 지향을 갖는 자가 특정의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경
우에 발생한다(제2조 제2항 ⒝). 다만,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기준 또는 행위가
합법적 목적(a legitimate aim)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합법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appropriate and necessary) 경우에
는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조 제2항 ⒝의 ⒤). 다른 한편, 현행 남녀고용
평등법은 간접차별에 대해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
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
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
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직접차별, 간접차별의 개념에 입각하여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접적인 연령차별(direct age discrimination)은 어떤 자
의 연령(또는 연령층)을 이유로 하여 다른 연령(또는 연령층)의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건강,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나 그 사람의 특징을 평가하는 데 진정한 증거를 제
공하지 못한다면 차별적인 행위로 판단한다.15) 다음으로, 간접적 연령차별(indirect
age discrimination)은 다른 연령(또는 연령층)에 속하는 자 가운데 현저히 많은
수가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을 어떤 연령(또는 연령층)에 속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더라도 충족될 수 없고, 이러한 요구가 해당 상황에 비추어 합리
적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중립적인 요건이나 기준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연령(또는 연령층)의 자에게 불리한 영향 내지 결과를 초래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간접차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나
이를 이용하여 직무․교육․기타 관계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육체적․언어
적․시각적 괴롭힘(harassment)도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16)
연령차별에서 특정 연령(또는 연령층)에 속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속하거나 관
련되는 특성 역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사유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고
1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2』, 2003. 3., 146면.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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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에게 일반적으로 속하는 특성으로 컴퓨터기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고령자는
적합한 컴퓨터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차별은 연령을 이
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에게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특성
의 예로 하얀 머리카락을 들 수 있다. 하얀 머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은 연령
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17)
한편, 특정인의 가족․친족이나 관계인(친구, 동료 등)의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이
유로 하는 차별도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른바 연관차별의 문
제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가족 등의 장애를 이유로 하
는 비장애인에 대하 차별을 장애차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다. 연령차별 영
역의 경우 특히 재화․용역의 제공․이용에서의 연관차별이 문제될 소지가 많다.
예컨대, 가족 중에 유아 또는 노약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임대를 거부하거
나 아동의 동반을 이유로 음식점의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4.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연령차별은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
용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을 저해한다. 오늘날 기업은 노동능력을 갖고 있는 다
양한 인구계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개인과 기업, 나아가 사회에 유용하다. 그런데 연령차별은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다양한 근로자층을 활용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
서의 일자리의 수가 영구불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차별금지가 고
령층을 위하여 다른 인구계층(특히 청년층)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기퇴직제를 정책
적으로 시행한 국가의 예를 보면, 조기퇴직제의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창출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비효과적이었다.18)
17)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은 Attorney-General's Department, Information paper proposals for
Commonwealth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2, pp.10-11.
18) Mark Keese, “Reversing the tide: preliminary lessons from the OECD's olde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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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케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안
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
로 진행되고 있다.19)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 및 후속세대의 부담증대
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점진적 증가(65세 목표)를 제도적 예정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률의 하향조정, 보험료의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에 대한 연금지급 및 의료서
비스 제공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가 연
령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 내지 상쇄
시킬 수 있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를 고려할 때, 연령차별을 금지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우리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
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이 미친 현실
적 영향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DEA 제정 이전에는 고령자에 대한
채용차별의 증거가 많았고, 승진이나 훈련 등에서의 차별을 입증하는 연구보고서
들도 있었다. ADEA 제정 이후에도 고령자에 대한 차별증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방과 주차원에서 고령자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키고, 고령근로자의 퇴직을 감
소시키고 있다. 경험적 증거에 의하면 ADEA의 주된 효과는 기업이 보다 높은 임
금을 받는 고령근로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단절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줄임
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기업간의 장기적 고용관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20)
물론 연령차별금지법만으로 고령자의 고용수준을 향상 내지 안정화할 수 있는 것
은 아닐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thematic review”,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책: 각국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국제세
미나 자료집(2003. 10. 24)상의 번역문 “OECD 고령노동자 연구결과 분석”, 15면 참조.
19)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
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aged society)의 도래도 그리 멀지 않은 것(2019년 노인 인구의 비율을 14.4%로 전망)
으로 예측되고 있다.
20) ADEA의 현실적 영향력에 관한 이상의 내용은 David Neumark,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81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1,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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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정부가 주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연령차별은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기업인사관리와 기업문화의 형성을 저해하
고, 체감정년의 하락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기업애착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인 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연공서열(즉, 연공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임금도 높아지는 체계)에 기초하여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
이 된다고 판단하였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연공서열에 기초한 인사관리와
기업문화는 고령자의 고용유지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
공서열 때문에 고령근로자에게는 그 자의 생산성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임금제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의 직업생애 가운데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는 생산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보게 되고, 이러한 이득은 직업생애의 후반기에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쇄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이득을 보고나서 생애 후반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령자를 정리해고 내지 조기퇴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행위이자 암묵적으로 형성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연령차별금지
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연공서열에 기초한 인사 및 보상체계가 성과에 기초한 제도로 대체되어 감에 따
라 공개적이고 적나라한 연령차별은 많이 사라지겠지만, 연령과 능력의 관계에 대
한 잘못된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연령차별금지
법은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확립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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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1. 실정법상의 연령차별금지규정
가. 현 황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제반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②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
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
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
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
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한편,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여러 실정 법률들이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
집ㆍ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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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도 방송법(제
6조), 아동복지법(제3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조) 등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나. 법적 한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조사대상의 하나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주로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위원회의 조직
과 운영, 구제절차와 방법,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다. 따라서
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실체적 내용을 충실
히 담기에 부적절하다.
고용영역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이 있다. 그런데 양 법은 차별개념,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차별행위의 제재, 차별
구제 등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차별개념의 측면에서 양 법은 직접차별과 간접차
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 다음으로, 적용범위의 면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은 모집․채용의 영
역에 한정된다. 고령자고용촉진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모집․채용 및 해고의 영
역에 국한된다. 특히,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차별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자를 준
고령자(50세-54세) 및 고령자(55세 이상)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50세 미만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규제할 수 없다. 끝으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차별금지의 위반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두고 있지 않아, 그야말로 선언적 금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구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 내지 수단에 대해서도 침
묵하고 있다.
기타 영역(방송, 아동복지, 응급의료 등)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제 법률
역시 해당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라고 하는 기본이념 내지 원칙을 선언하는 수준에
서 연령차별금지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정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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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동일한 법적 한계를 마찬가지로 내
포하고 있다.

2.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형식의 유형
어떤 입법형식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반 생활의 영역에
서 연령 등 다양한 사유에 기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일반(기본)법의 제정
방식, 제반 생활의 영역에서 연령차별만을 규제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 방식,
고용영역에 국한하여 연령 등 다양한 차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고용차별
금지법의 제정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가.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의 제정 방식
이러한 방식의 법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계획․추진하고 있다.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외국의 입법례로 1977년에 제정된 캐나다인권법(Canadian Human Right
Act)을 들 수 있다. 동법은 연령 등 다양한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 등 제 영역에서
의 직접․간접차별을 규제하고, 인권위원회가 차별구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 연령, 장애 등 차별사유별로 여러 개의
법률(예컨대,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즉, 차별금지법제의 다원화 내지 복잡화를 피할 수 있고, 통일성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충실한 내용을 법률에 담아
내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각 차별사유에 고유한 내용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
다. 이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특히 차별금지일반(기본)법
의 실체적 내용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각 차별사유에 고유한 별개의 특별법을
또다시 제정할 것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한편,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은 차별금지에 관한 실체법적 내용을 주로 담게 되
- 15 -

겠지만, 차별구제제도에 관해서도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차별금지일반(기본)법 위반에 따른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할 것인지, 아
니면 차별영역이나 차별사유에 따른 차별구제기관의 다원화(예컨대, 노동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등)를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궁극적으
로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다만, 비용이 적
게 들고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되
어야 할 것이다.
나.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 방식
고용을 포함한 제반 영역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독자적인 연령차
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도 동일한 입법방식에 해당한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
면 이러한 유형의 법률들이 많다. 미국의 민권법(Civil Right Act, 1964),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영국의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1976),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호주의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로 연령차별금지법
을 찾기는 힘드나, 호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연방차원의
연령차별금지법안(Age Discrimination Bill)이 2003년 의회에 상정되어 2004년 6월
현재 그 최종적 입법화가 예상되고 있다.21)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되
면 연령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참고할만한 좋은 비교법적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연령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에 고유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포괄
적인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차별금지법제의 다원화를
21) 호주의 인권및기회평등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홈페
이지(http://www.hreoc.gov.a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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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제의 다원화는 차별구제기관의 다원화
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대통
령 직속하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22) 연령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의 독립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입법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
고 말할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유형의 입법례를 많이 볼 수 있
다. 그러나 단점도 없지 않다. 독립된 차별금지법을 여러 개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제기관을 다양하게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칫하면 구제의 통일성이 결여되거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 방식
고용영역에 국한하여 연령 등 다양한 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노동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
률(안)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동법(안)은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특별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두며,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의 통폐합을 예정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 1998)을 들 수 있다. 동법은 연령 등 9가지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준사법적 행정기관에 의한 특별 구제제도
를 두고 있다.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1967)도 유사한 입법유형이다. 동법은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라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과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ADEA는
40세 이상의 자에 대한 고용상의 연령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다. 연령 이외의 차별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과는 다른 입법형태
에 속한다.
고용차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법률은 다양하다. 앞에서 연령차별금지
와 관련하여 언급한 법률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보
호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직업안
정법 등이 있다.23) 이러한 현행 법률의 개선만으로는 다양한 고용차별에 대한 효
22)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4. 5.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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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규제와 구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24) 더구나 고용차별은 다른 차별에 비해
그 발생빈도 및 심각성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차별사건(2001. 11~2003.
10) 가운데 고용차별사건은 46%, 재화 등의 공급․이용 관련 차별사건은 16.4%,
교육시설 등의 이용 관련 차별사건 4.9%였다. 그리고 고용차별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노동력의 활용과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다 강한 규
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차별금지법의 제
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는 미국의 ADEA처럼 고용에서의 연령차
별만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과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처럼 고용상의
다양한 차별(연령차별, 성차별, 장애차별 등)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의 통일적 규율과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보다는 아일랜드의 입법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심판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제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노동위원회의 심판권한을
고용차별에까지 확대하고, 공익위원 인력풀을 다양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
23)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
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 혼인 또는 가족
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모집 및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
조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
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
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
법 제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
2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Ⅳ. 고영 영역에서의 연령차별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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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고용차별의 실효적인 구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에도 한계는 있다. 무엇보다 고용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에
대한 규제와 구제에 대해서는 고용차별금지법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몫이 된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흡수하는 형태
로 고용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폐지를 초
래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 고용에서의 남녀차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희석하는 것
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고용차별
금지법에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남녀고용평등
법의 폐지에 따른 사회․심리적 반발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끝
으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동 위원회에 의한 고용차별구
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을 필
요로 한다.

3.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국제노동기
준이나 유럽연합(EU)이 채택한 지침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바는 없다. 이하에
서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가. 캐나다
1977년에 제정된 캐나다인권법(Canadian Human Right Act)은 연령 외에 인종,
출신국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혼인상 지위, 가족상황, 장애,
사면된 전과를 이유로 하는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과 그 외 영역에서의 차별(재화ㆍ
용역ㆍ상업시설 또는 주거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선, 고용차별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령 등 차별금지사유에 기한 채용거부, 계속고용의 거부, 고용과정에서의 불이익
한 구별은 금지된다(제7조). 채용광고, 채용지원서의 활용, 구두․서면조사에서 차
별금지사유에 근거한 제한․특정․선호를 표시하거나 함축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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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그 외에도 노동단체에 의한 차별의 금지(제9조), 차별적인 정책의 수립․
시행과 차별적 단체협약 체결의 금지(제10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
칙(제11조), 차별 내지 차별의도를 표시․함축하는 내용물의 공간금지(제12조), 통
신에 의한 차별적 메시지의 전달금지(제13조), 고용관련 괴롭힘(harassment)의 금
지(제14조), 보복적 차별의 금지(제14조의 1)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시설의 제공 내지 그 접근의 거부 또는 불이익하
게 구별하는 것은 차별로서 금지된다(제5조).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제공
에서 그 점유를 거부하거나 불이익하게 구별하는 것은 차별로서 금지된다(제6조).
재화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harassement) 역시 차별에 해당한
다(제14조). 차별구제의 신청자 또는 차별피해의 주장자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보
복을 위협하는 것 역시 차별행위로 금지된다(제14조의 1).
나. 미국
미국은 일찍이 각종 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한 대표적 국가이다.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이미 1967년에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이하 ADEA라 함)을 제정하
였다. 1950년대부터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연방차원의 행정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그
적용범위가 한정적이었고,25) 1964년 민권법 제7편의 제정을 배경으로 하여 1967년
에 ADEA가 탄생하게 된다. ADEA는 미국연방법령집(U.S. Code) 노동편(Title29)
제14장에 편재(제621조~제634조)되어 있다.26) 다른 차별금지법과 달리 ADEA는
고용영역에 국한하여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5) ADEA 제정 이전인 1956년 연방차원에서 미국공무위원회(United States Civil Service
Commission)가 연방공무원의 채용에서 최고연령제한을 폐지하였다. 1964년에는 대통령 행
정명령 제11141호(Executive Order 11141)를 발하여,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의
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차별구제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별도로 두
지는 않았다. David Neumark, op. cit., pp.1-2.
26) 그 주요 내용은 입법의 배경과 취지(제621조), 교육 및 연구 사업(제622조), 연령차별금지
(제623조), 기록유지․조사 및 집행(제626조), EEOC에 의한 규칙 제정(제628조), 형사제재
(제629조), 개념정의(제630조), 연령한계(제631조), 연례보고서(제632조), 연방과 주의 관계(제
633조), 연방정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633a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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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대상자
가) 원 칙
ADEA는 40세 이상의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보
호의 성격을 갖는다. 40세 미만의 자는 동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27) 40세 미
만의 자보다 40세 이상의 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이다. 예컨대, 채용에서 상한연령을 설정하여 30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여 40세 이상의 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로 볼 수 없는 정
당사유(예컨대, 진정한 직업자격)가 없는 한 연령차별이다.
ADEA에는 동법의 제정배경과 입법목적이 기술되고 있다. 제정배경으로 ① 생
산성향상과 풍요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는 고용유지 뿐만 아니라 특히 실직시
의 재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② 직무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자의적인 연
령한계의 설정이 일반화되었고, 다른 몇몇의 바람직한 관행도 고령자에게 불이익
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③ 실업의 영향, 특히 기술․도덕․고용가능성의 저하
를 초래하는 장기실업은 청년층에 비하여 고령근로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
고, 그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④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자의적인 고용차별의 존
재는 통상 및 통상에서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U.S. Code, 제29편 제621조 ⒜, 이하 조문 인용시 ‘U.S. Code 제29편’ 생략). 또한
입법목적으로 ① 나이보다는 능력에 기초한 고령자의 고용증진, ② 고용에서의 자
의적인 연령차별(arbitrary age discrimination)의 금지, ③ 연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노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
27) 40세 미만의 자라고 할지라도 ADEA보다 유리한 주법(州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 보호
될 수 있다. 현재 모든 주가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는데, 일부 주는
18세 이상의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령을 특정하지 않는 주들도 있다. Lawrence
M. Friedman, "Age discrimination law : some remarks on the American experience", Age
as an equality issue, edited by Sandra Fredman and Sarah Spencer, Hart Publishing,
2003,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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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제621조 ⒝). 당시 의회기록에 의하면, ADEA
법안은 두 가지 종류의 연령차별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연령과 능력
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결과로 발생하는 차별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연
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차별이다. 따
라서 입법목적에서 제시된 ‘자의적인 연령차별’은 부정적인 고정관념(negative
stereotypes)에 기초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28)
나) 예 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DEA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첫째, 특정의 연방정부 피고용인(federal employees)의 경우이다. ADEA는 연방
의 입법․사법․행정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이나 채용지원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
칙이다(제633a조 ⒜). 그러나 경쟁적 업무(competitive service)에 종사하지 않는 입
법 및 사법 분야의 피고용인이나 채용지원자에게는 ADEA가 적용되지 않는다(제
633a조 ⒜). ADEA는 군사부문(military departments)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633a조 ⒜), 군인(the uniformed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에게까지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9)
둘째, 주정부 피고용인(state employees)의 경우이다. 1974년 ADEA의 개정으로
주정부 및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주정부 종
사자가 연령차별을 이유로 주정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가능케 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Kimel v. Florida Board of Regent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1974년 ADEA 개정법은 주정부의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을 부적절하게 폐
기하였다고 지적하면서, ADEA에 근거하여 주정부를 상대로 금전배상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30)
셋째, 주정부 경찰 및 소방관의 채용연령제한과 강제퇴직의 경우이다. 1996년
28) 이상의 내용은 David Neumark, op. cit., p.3.
29) Barbara T. Lindemann and David D. Kadu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w,
Bureau of National Affairs, 2003, p.49.
30) 이상의 내용은 Barbara T. Lindemann and David D. Kadue, op. cit.,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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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A 개정법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경찰․소방관의 채용연령제한 및 55세 이
상의 강제퇴직을 가능케 하는 주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넷째, 민간기업의 경영간부 및 고위정책입안자의 강제퇴직의 경우이다. 65세 이
상의 자로서 퇴직 직전 2년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영간부직(a bona fide
executive)이나 고위정책입안직(a high policy making position)에 고용되어 있었
고, 사용자로부터 연간 4만 4천 달러 이상의 퇴직연금(retirement benefit)을 즉시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자의 강제퇴직이 허용된다(제631조
⒞).
다섯째, 다른 연방법에 의해 연령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다른 연방법에서
연령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ADEA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연령요건을 정
한 다른 연방법은 ADEA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의 경찰
및 항공관제사의 강제퇴직,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31)
2) 차별금지의 의무자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용자(employer), 노동단체(labor organization),
직업소개기관(employment agency)이다.
가) 사용자
사용자는 민간부문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포함한다. 민간부
문의 사용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사업을 행하는 20인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는 자”이다(제630조 ⒝).32) 사용자는 현재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과거
의 사용자 또는 기대되는 사용자(prospective employer)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연
31) Mack A. Player, Federal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3rd ed., West, 1992, p.142.
32) 2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ADEA에 규정되고 있다. 즉,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에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각 근로일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이다(제6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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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차별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의 사용자가 현재의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ADEA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33) 비영리
단체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종교
단체의 경우가 문제된다. 종교단체에 대한 ADEA의 적용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판례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DEA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
다.34) 예컨대, 종교단체가 63세의 관리자를 해고하고 37세의 근로자로 대체한 사
건에서 해고를 행한 어떠한 종교적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던 점에 근거하여 법원
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위험이 없다고 보아 ADEA의 적용을 인정
하였다.35)
나) 노동단체
다음으로, 노동단체이다. ADEA는 노동단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통상
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단체 및 그러한 단체의 대리인뿐만 아니
라 고충, 노동분쟁,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거래할 목적으
로 존재하거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일체의 단체나 대리인 또는 종업원대표기구
등이 노동단체에 포함된다(제630조 ⒟). 노동단체가 사용자를 위해 근로자를 공급
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사무소(hiring hall or hiring
office)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 구성원의 수(다른 노동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총수)가 25 이상인 경우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630조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DEA상의 사용자 정의에 해당하고 20인 이상의 피용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제
630조 ⒝ 참조). 선출직 풀타임 조합임원과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용
자로 간주되며, 연령을 이유로 선출직 조합임원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
33) Caudill v. Farmland Indus. Inc., 919 F.2d 83, 54 FEP Cases 560 (8th Cir. 1990). Barbara
T. Lindemann and David D. Kadue, op. cit., p.56에서 재인용.
34) Mack A. Player, op. cit., p.27 참조.
35) Barbara T. Lindemann and David D. Kadue, op. cit.,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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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을 부담한다.36)
다) 직업소개기관
ADEA에 의하면 직업소개기관은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
로 공급하는 자(단, 미합중국의 정부기관 제외)이다(제630조 ⒞). 대학생의 구직을
지원하는 대학, 노동조합의 고용사무소,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등은
ADEA상의 직업소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소개기관은 자신이 직접 고용하
는 피용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지원자와의 관계에서는 직업소개기관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
다. 아일랜드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에서도 아일랜드는 연령 등 9가지 차별사유37)에 기한 고
용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내용(총 105개 조)을 담고 있는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ality Act)을 1998년에 만들어 199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0년 11월에 유럽연합 제78호 지침(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이 성립하였다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일랜드의 1998년 고용평등법은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선
구적인 고용차별금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은 유럽연합 제78호 지침
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38) 한편, 2000년에
제정된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은 고용평등법상의 9가지 차별사유에 기한
주택, 사적 클럽 등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제공․광고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36) Barbara T. Lindemann and David D. Kadue, op. cit., p.67.
37) 차별사유는 ① 性, ② 혼인상의 지위(marital status) ③ 가족적 지위(family status), ④ 성
적 지향(sexual orientation), ⑤ 종교, ⑥ 연령, ⑦ 장애, ⑧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또는
출신국, ⑨ 유량공동체민(traveller community)이다.
38) European Industrial Relation Observatory(EIRO),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ageing
workfoce : a review of measure to comba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he case of Ireland),
200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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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상 고용차별금지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사용자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직업소개기관, 노사단체 등에 의한 차별도 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제된다.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agency worker)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을 부
담하는 자가 사용자로 간주된다(제2조 제3항). 그러나 가사(private household)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 즉,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7조
제5항). 부분적으로 고용평등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정리해고수당법
(Redundancy Payments Act)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에는 연령차별에 관한 동
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7조 제4항). 항공기․열차․선박의 운전자격과
관련하여(제17조 제3항) 또한 군인․경찰․교도관과 관련하여서는(제37조 제6항),
연령차별에 관한 동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일랜드 대법원(Supreme
Court)은 군인, 경찰, 교도관에 대한 적용 배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즉, 해당
직업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유의 정신적․신체적 적격성자격요건(the distinctive
mental and physical fitness requirement)을 고려할 때 군인 등의 적용 제외는 허
용될 수 있는 입법적 목적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9)
한편, 연령차별금지는 18세(단,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
로자에게 적용된다(제6조 제3항, 제12조 제3항). 따라서 18세 미만 자 또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차별)는 동법상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
하지 않는다(제6조 제3항).40)

4. 정책대안

39)

Colm O'Cinneide, "Comparative european perspectives on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Age as an equality issue, edited by Sandra Fredman and Sarah Spencer, Hart
Publishing, 2003, p.209.

40) 이렇게 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 연령층을 일정범위(18세~64세)의 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아일랜드 대법원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차별적 대우가 합법적 목적과는 아무
런 관련성이 없고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 고령자나 연소자도 차별적인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지만, 선택된 연령범위에 노동력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하
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Colm O'Cinneide, op.
cit.,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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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의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법률이기 때
문에 제반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을 규율하는 실체법적 내용을 충실
히 담아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러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의 제정이 필
요하다.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 연령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입법할
필요성이 줄게 되고, 차별금지입법의 통일화를 이룰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의 복
잡․다원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도 있다.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캐나다인권법(Canadian Human Right Act)은 연령 등 다양한
차별사유에 기한 제 영역에서의 직접․간접차별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모두를 금지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및 기타 영역(재화, 용역, 교육 등)에서의 차별금지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령차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사유를 일반적
인 차별예외사유와 각 영역에 고유한 차별예외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차별구제기관과 구제수단에 관해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별구제
기관의 다양성(예,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실효성
이 있는 구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각적인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나.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건수의 통계에서도 확인되듯이 고용차별사건은 전
체 차별사건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고용차별금지의 필요성
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구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
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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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
진및직업재활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률에서도 고용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차별금지사유의 제한, 적용범위의 한정, 선언적 차별금지, 실효적인
구제수단 부재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
해 연령 등 다양한 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법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물론 고용차별금지법으로는 고용 이외의 영
역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을 규제할 수 없지만,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의 제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고
용차별규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차별금지일반(기본)법과 고용차별금지법간의 상충
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법의 성격상 고용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일반(기본)
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를 보충․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입
법화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1998년에 고용평
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을 제정하여 연령 등 9가지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고용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에
대해서는 2000년에 제정한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근로관계의 성립․전개․종료 전 단계에 걸친 다양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포섭하는 입법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용상의 연령차별금
지 보호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연령선을 정하되 연령상한선을 점진적으로 확
대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무교육이 종료되고 고용이 가능한 최
저연령 15세를 고용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한연령으로 잡아야 할 것이
다. 반면에 상한연령은 예컨대, 60세를 기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정년제와 관련하여 언급하겠지만,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제를 규율(즉, 연금수급연령 미만의 정년을 연령차별로 원칙적 금지)하자면
상한연령의 설정 및 점진적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연령차별의 예외사
유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진정 직업자격, 연공(재직기간)에 따른 우대, 적극
적 조치, 직무성격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연령제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끝
으로, 고용차별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구제기관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확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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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관할 확대, 인적․물적․조직적 독립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Ⅳ) 항목에서 구제와 관련하여
후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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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1.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가. 현 황
1)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
가) 연령제한 사업체의 비율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규채용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체(조사대상 총 1,433개 사업체)는 전체의 50%에 이르고 있고, 경력
직채용의 경우에도 24.3%에 이르고 있다. 경력직채용의 경우 신규채용 보다 연령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은 중도채용의 성격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신규채용에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41)
<표 1> 신규․경력직 채용시 연령제한 사업체 비율
50인

51-

규모
151-

301인

규모

신규채용시

이하
43.9

150인
49.9

300인
51.4

이상
53.8

미확인
50.5

경력직 채용시

26.0

27.4

25.6

19.2

21.4

*

(단위 : %)
산업
비제조업 제조업

전체

50.2

49.6

49.9

26.0

22.5

24.3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2002, 96면 재인용.

노동부가 2004년 2-3월 중에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시 연령제
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채용연령을 제한하는 기업의 비중은 신규채용(정규
직) 58.8%, 경력직 채용 32.9%로 나타났다.42)
41)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2002, 95-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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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령 제한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인사담당자의 60.6%가 나이 많
은 신입사원은 대하기가 불편하다, 30.9%가 조직내 위계질서 유지, 7.2%가 젊은
감각의 참신한 인력 고용 등을 꼽았다.43) 다른 조사결과를 보면 82.2%가 업무의
성격상 나이가 많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44) 그리고 채
용업체가 기업회원 78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41%는 ‘연령’을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항목으로 답하여 성장배경,
출신학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응답수를 기록하였다.45) 한편, 입사지원자를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지원서 기재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재산상태(37.7%),
가족사항(26.0%), 장애여부ㆍ사진(12.2%)에 이어 나이(11.7%)가 지적되었고, 여성구
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나이가 결혼유무(4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의 지적(25.6%)을 받았다.46)
나) 구인광고상의 제한연령
민간채용정보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ㆍ채용광고를 모니터한 결과
연령을 제한하는 구인광고 비율이 54.6%에 이르렀다47). 연령제한은 채용직종과
경력요구 여부, 학력에 따라 다르다. 엔지니어직종과 교육․연구분야, 영업․판매
직종의 경우 절대다수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연령이 제한되고 있다(48-58%).
42) 노동부(고용평등국),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 검토사항』워크샵 자료, 2004.
6. 11, 11면.
43) 장지연, ｢채용시 연령제한의 실태와 문제점｣,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과 여성노동권』
토론회 발표문(2002.8.30)상의 잡링크 2002년 1-3월 조사결과 참조.
44) 박영범, 『중고령근로자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2003, 219-221면 참조.
45) 최승은, ｢기업이 원하는 입사지원자 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
목 개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2003.10.30) 발표문상의 인쿠르트 조사결과(조사기간 2003.
10. 7-10. 18) 참조.
46) 최윤선, ｢입사지원자가 원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개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2003.10.30)상 헬로잡이 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조사 참조.
47) 장지연, 앞의 글, 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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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련직과 서비스직의 경우 20대 후반도 많지만(40-45%), 상당 비율의 채용공
고는 20대 초반으로 제한하고 있다(30-35%). 신입직원과 경력직원을 뽑는데서 제
한연령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의 48% 이상이
연령을 20대 초중반을 제한하고 있고, 45%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까지 연령이
제한된다.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연령제한선이 높지만 20대 이하
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21%이고, 전체 경력직의 67%는 30대 초반 이하로 연령
을 제한하고 있다. 고졸이나 전문대졸의 학력을 요구하는 채용공고의 경우 35-38%
는 20대 초중반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46-50%는 30대 초반 이하를 요구
하고 있어 두 범주를 합치면 85% 수준에 이른다. 대졸학력을 요구하는 채용공고
의 경우 30대 중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18% 정도였으나 대부분(54%)은 30
대 초반 미만이었고, 20대 중반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19%에 달한다.48)
다) 고령자 채용 기피의 정도
인력을 선발할 때 고령자를 기피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다소 기피하는 편’
이라는 응답과 ‘매우 기피하는 편’이라는 응답의 합이 58.6%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제조업체가 비제조업체에 비하여 기피하는 정도가 심하다.49)
<표 2> 인력선발시 고령자 기피정도

(단위 : %)

50인

51-

규모
151-

301인

전혀 그렇지 않음

이하
9.0

150인
7.0

300인
7.6

이상
5.1

그렇지 않은 편

19.7

16.1

13.3

12.7

18.6

15.3

16.3

15.8

중립

16.9

17.8

13.8

23.1

18.6

18.9

17.9

18.4

다소 그런 편

36.3

44.1

47.6

42.3

37.2

37.5

46.8

42.0

매우 그런 편

17.3

14.9

17.6

16.9

18.6

17.1

16.1

16.6

*

산업
비제조
제조업
미확인
업
7.1
11.2
2.9
규모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2002, 96면 재인용.

48) 이상의 내용은 장지연, 앞의 책, 104-105면 참조.
49) 장지연, 앞의 책,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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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

라) 공무원채용 응시연령의 제한
공무원채용에서도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임용 및 시
험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상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20~32세, ②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20~35세, ③ 8급 및 9급의 경우 18~28세, ④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18~40세, ⑤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18~35세이다. 특별채용 시험에서는 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20~40세, ② 8급 및 9급의 경우 18~28세, ③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의 경우 20~45세, ④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의 경우 18~40세이다. 그 외에 고용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관련 법
규에서 채용시험 응시연령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표 3> 국가공무원(일반직․기능직) 채용시험 응시 연령제한
구분
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8급 및 9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공개경쟁 채용시험
20-32세
20-35세
18-28세
18-40세
18-35세

특별 채용시험
20-40세
18-28세
20-45세
18-40세

2)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우리나라의 기업은 전통적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취하였다. 근속년수가 짧
은 시기에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임금이 지급되고, 근속년수
가 오래될수록 생산성을 초과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지급방식이다. 이러한
임금체계 하에서는 불경기 내지 기업경영이 어려울 때 재직기간이 오래된 고령근
로자가 임금, 해고 등 근로조건에서 우선적 불이익 취급의 대상이 되기 쉽다.
우선, 연령증가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
에만 해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은 계속 상승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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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과 40대를 정점으로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하락하게 된다. 2000년에 50대 후반
연령계층의 임금수준은 20대 초반 근로자의 약 1.7배이며 30대 초반 근로자와 유
사한 수준이다. 요컨대, 고령자임금의 상대수준은 상당히 하락하였고, 과거와 같이
연령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양상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50) 그
원인은 고임금 장기근속 근로자가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빠져나가고, 저임금 단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령근로자를 구성하는 인적 특
성의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지, 기업의 임금결정체계의 성격이 변화한 결과라
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51)
한편, 기업이 고용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령(특히 고령)을 명예퇴직이나 정
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년간 고용
조정을 실시한 적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리해고
의 경우에 해고기준으로 인사고과나 징계경험을 고려한 경우가 약 67%, 연령을
고려한 경우(직종과 직급에 따라 연령을 고려한 경우를 포함)가 약 52%, 근속년수
를 고려한 경우가 약 46%,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경우가 약 36% 등으로 나타났
다.52) 연령을 고려한 경우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150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체는
약 43%, 151~300인 사업체는 62%, 301인 이상 사업체는 56.5%로 기업규모가 적은
경우 보다는 큰 경우가 해고기준으로 연령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고, 산업별로는
비제조업(48.6%) 보다는 제조업(54.4%)이 연령 고려의 비율이 높다.53) 2001년 현재
55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 남성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45% 정도이며, 65세 이상의 경우는 22% 수준이다. 이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더
욱 낮아서 55~64세 남성의 경우 21.6%에 불과하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남성근로
자는 1996에 40대 후반이었던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98%) 탈락하지 않고 5년
50)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 한국사례｣,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책 : 각국 사
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3. 10. 24, 46-47면 참조.
51) 장지연, 위의 글, 50-52면 참조. 다른 한편, 40대 이후 평균 임금수준의 하락은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이 매우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학력구성이 고연령대에서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
향과 대응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2003, 402면.
52) 장지연, 위의 글, 55면 참조.
53) 장지연, 위의 글, 55면의 표6을 참조하여 필자가 분석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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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인 2001년에 50대 초반 근로자로 남게 되지만, 사업체 규모가 커질 수록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넘어 오면서 남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한다.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40대 후반의 남성 근로자들 중 5년 뒤인 50대 초반까지 근무하
는 비율은 5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4).
정리해고와 구별되는 것으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 1990년대 들어 활발하
게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가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보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의 일종(정확하게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으로 법의 규제
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기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의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여왔기 때문에 희망퇴직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
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희망퇴직이 완전히 근로자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사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향후 재출발을 위
한 상담 및 조언 그리고 미래의 직종이나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한데 대부
분의 경우 금전적 우대조치로 근로관계를 마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사후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경우도 드물어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이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희망퇴직제가
유휴인력의 방출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능인력의 전직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상금의 규모 등으로 원래 계획했던 인건비의 감
축의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55) 그런데 기업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희망퇴직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대상자 선발 기준으로서 주로 근속연수와 연령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희망퇴직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중점적 사직 권고 대상자
가 되면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퇴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리해고의 문제와 비슷한 양상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의 예를 보면, 보증기금 부지점장(2급)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직급별 차등을 둔
나이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을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준 정년퇴직 대상자’
로 분류되어 연고가 없는 원격지 지역본부 연구역(대기발령) 보직으로 인사발령
54) 장지연, 위의 글, 44-45면 참조.
55) 경기개발연구원, 『정년후 재취업활성화 방안연구』, 1997, 117-118면 참조.

- 35 -

조치되고 약 54%의 급여삭감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56)
나. 정부정책
1) 실시
가) 모집․채용
⒜ 근로기준법
채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제62조 제1항에서 15세 미만자의 채용을 금지하
고 있다(연소자의 최저채용연령제한). 제63조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18세 미만자 및 18세 이상의 여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18세 미만자 채용금지 직종(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과 잠수작업 ┃
○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ㆍ양조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
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정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 업무
○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
56)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원상회복(조사역)한 후 만 55
세 별정직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진정인의 중간퇴직금 정산시 평균보수액은 원상회복된 조
사역 신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간 합의종결로 처리하였
다. 이상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2003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4, 1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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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 업무
※ 18세 이상 여성 채용금지 직종(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임산부가 아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ㆍ고시하는 업무

위와 같은 제한을 제외하면 사용자는 근기법상 광범위한 채용의 자유를 갖는다.
채용기준으로 어느 사항을 사용하고 중시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자유
이고,57) 연령제한을 두는 것도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자유이다. 남녀고용평등
법 제7조와 같이 모집 및 채용에서의 차별을 규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
는 상황 하에서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절하게 규제를 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 제5조(위반시 제115조에 의거 벌칙 적용)는 모집․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사유로 연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동조가 규정
하는 근로조건에서의 균등대우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에서의
차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정책기본법
2003년 12월에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사업
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령을 이유로 하는 모집․채용
상의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의 금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차별행위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할 수
57) 임종률, 『노동법』, 제3판, 박영사, 2002, 3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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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별한 절차 내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다. 물론 법원에의 소제기를 통
한 사법적 구제는 가능하겠으나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불가하다. 노동위원회
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심판권한을 갖고 있을 뿐 모집․채용상의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권한은 없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은 가능하나 동 기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2002년 12월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06849호)은 제4조의 2(고령자
등 고용차별금지)를 신설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산업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사회․경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촉진기반 구축
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고령자 등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
도록 하고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이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 준고령
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이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55세 이상)
또는 준고령(50~54세)을 이유로 하는 모집․채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연령차별금지는 고용정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선언적 금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위반에 대한 어떠한 제재(벌칙 또는 과태료)도
두고 있지 않고, 특별한 구제절차나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사용자
의 차별의도가 개입된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차별의도가 없는 기준이나 관행, 행
위 등에 의하여 차별적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을 포괄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
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는 50세 이
상의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50세 미만의 자에
대한 모집․채용상의 연령차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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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 18가지의 차별
사유에58) 기하여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을 포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
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나) 근로조건상의 균등대우 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을 밝히고 있는 기
본조항이다. 동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고용관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다.59) 동
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
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다.”
⒜ 균등대우의 내용에 연령차별금지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5조는 차별금지사유로 연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은 동조상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근로기준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는 이른바 한정적 열거
인가 아니면 예시적 열거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제115조)
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연령 등 그 밖의 사유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형사법적 관계를 제외하고, 사법적 관계에서는
58) 나이 외에도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9) 김형배, 『근로기준법』 제8판(증보신판), 박영사, 2001, 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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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5조상의 차별금지사유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60) 그렇지만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근로관계
의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를 강제하는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 ‘사회적 신분’에 연령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연령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 신분을 생래적(선천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견
해도 있지만,61) 판례는 후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
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62)으
로 보면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판결례도 사회
적 신분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또는 후천적으
로 가지게 된 지위로서 자신의 의사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노
조의 선출직 간부라는 일시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
단한 바 있다.63) 생각건대, 연령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등과 달리 특정인 내지
특정 그룹에 한정되는 고정불변의 인적 특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되고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의사로 피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보기는 곤란하다. 결국 사회적 신
분에 연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다) 임금

60) 근기법 제5조를 단순예시로 보는 입장은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 외의 기
준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견해로 신인령, 『세계화
와 여성 노동권』, 이화여대출판부, 1995, 67면 참조.
61) 김형배, 앞의 책, 77면.
62)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6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16. 선고 94가합40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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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하 ‘동일임금원칙’이라 함)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제8조 제
1항). 그렇다면 동일임금원칙은 남녀간 임금차별 외에 연령에 근거한 임금차별에
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또한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근속년수(재직
기간)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은 연령차별인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령에 근거한 임금차별의 동일임금원칙 위반 여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 차원으로 볼 때 동일임금원칙은 남녀차별금지의 차원에
서 발전․확립된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성차별의 영역에 국한하여 적용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ILO 국제노동기준을 보면
1951년의 남녀동일임금협약(제100호) 외에도 1958년의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
협약(제111호)을 보충하는 권고(제111호)에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를
규정하고 있다(동권고 제2조). 그리고 1980년 고령근로자권고(제162호)에서는 연령
에 의한 차별 없이 다른 근로자 균등한 기회․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
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보수’를 언급하고 있다(제5조). 그 외에도 1994년 단시간
근로(part-time work)협약(제175호) 협약(1994년)은 ‘기본급(basic wage)에서의 동
일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64)
위에서 보듯 노동기준에 관한 국제규범에서 동일임금원칙은 남녀차별 외의 영
역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서의 균등처우에는 동일임금원칙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
64) 동조에 의하면, “시간이나 성과(performance) 내지 작업량(piece-rate)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기본급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가 오로지 파트타임으로 근로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
이 되는 정규근로자 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지 않도록 국내법과 관행에 적합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1997년 단시간근로지침(제97-81호) 및
1999년 기간제근로(fixed-term work)지침(제99-70호)에서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상이한 대
우(different treatment)가 객관적 이유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단지 파트타임이나 기한제로 근로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정
규근로자’보다 불이익하게 대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 해당 지침 제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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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제5조가 연령을 차별금지사유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차별사유를 한정적
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임금차별(이하 ‘연령임금
차별’이라 함)을 근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근기법 제5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면 연령임금차별은 법위반에 해당하게 되나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른 한편,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
고용평등법의 정신을 살려 연령임금차별에의 유추해석․적용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법이 고용영역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을 주된 목
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유추해석․적용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해석론으로 연령임금차별에 대해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동일임금원칙의 일반화(즉, 남녀임금차별 외의 연령임금
차별 등에의 확대적용)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차등지급의 연령차별 해당 여부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이도 많아지기 때문에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의 차
등지급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은 동일
가치노동의 판단기준으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
을 규정하고 있다.65) 이러한 4가지 기준 외에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
규)에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제5조 제3항). 그리고 ①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
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의 학력․경력․근속년수․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
65)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5조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노동수행에서 요
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
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
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라 함은 당해 업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노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힘의 작용”, 책임은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
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으로 정의되고 있다(노동
부예규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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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② 임금형태를 직무
급․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 비교되는 남녀근로자 사이에 능력 또는 업적
상의 격차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에 있어 성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부예규 제5
조 7항). 이러한 규정을 유추해석하면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근속년
수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근속년수에 따른 대우의 차이(예컨대,
임금차이)는 기업에의 공헌도 내지 결합도 등에 근거한 보상의 차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속년수의 차이가 곧 생산성(또
는 기업공헌도)의 차이와 동일시될 수 있다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연령을 이유로 하는 임금차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
면, 이 경우 근속년수라고 하는 요소는 연령이 아니라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을 측정․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 근속년수의 차이에 따른 차등보상은 평가자의 주
관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차등대우라고 하는 점
에서 오히려 합리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반드시 생산성이 높다거나
기업공헌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교
가능한 근로자간의 생산성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 보다도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격차’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근거가 없는 한 연령차별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
직무․능력급의 임금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연공급 임
금체계에 있어서는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격차’가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
차’ 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도 연령차별이 아닌 합리적인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특정 기업에서 근로자의 직업생애 전반을 놓고 볼 때, 연공급 임금체계는 전반기
에는 생산성을 하회하는 임금지급, 후반기에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지급을 통
해 근속기간 전체적으로는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 특정 시점에서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격차의 주된 요인
이 연령과 상관관계를 갖는 근속년수라고 하여 이를 연령차별로 단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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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라)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제2항에서 합리적
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정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동항에서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연령차
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연령, 특히
중․고령을 이유로 하는 해고기준이 법이 규정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공서열 임금체계 때문에 중․고령은 근속년수 및 고임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장기근속자 내지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해고
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해당하는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 학설
학설의 다수는 고령자 등 해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호의 필요성
이 큰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
다. 따라서 근로자보호를 위한 요소(예컨대, 연령, 재직기간, 부양부담 등)가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이익을 위한 요소(예컨대, 근무성적, 업무능력, 상벌
관계 등)는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66) 그 근거로, ① 현행법상 경영
상 해고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그러한 제한은 직
장상실이 가져올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이기에 근로자측 요소를 사용자측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67) ② 해고대상자의 선발기준은 근로
66) 김형배, 앞의 책, 707-708면 ; 임종률, 앞의 책, 495면 ; 박종희, 『경영상 해고 제도의 법리
와 법정책적 운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103면 ; 이원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김유성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0, 234면 ; 유성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중
앙법학』, 창간호, 중앙법학회, 1999, 4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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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근로계약관계를 대비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근로자들측의 기준)이어야 하
므로 근속연수, 연령, 부양의무상의 부담, 배우자의 소득, 기타의 재산정도, 건강상
태 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주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이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68)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이란 적어
도 노사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경영상 해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기준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의 기준은 기업의 존립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가 덜 필요한 근로자순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69) ④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
로자가 생애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해
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70) 등이 제시되고 있다.71) 그리고 근로자보호를 위한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근
로자의 근속연수․연령․부양의무상의 부담 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항목들은 서로 우열의 차별 없이 대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이 외에 배우자의 소
득이나 기타의 재산정도, 건강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
다.72)
그러나 다수 견해도 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가 해고기준에서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차적 내지 부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첫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점에 따른 선발기준에만 의존하여 해고대
상자를 정하는 경우에 해고를 유발한 경영상의 원인이 확대 또는 심화되는 결과
를 가져오는 때에는 이익형량의 방법에 의하여 기업경영의 이익을 긍정적으로 평
67) 임종률, 위의 책, 495면.
68) 김형배, 앞의 책, 707-708면.
69) 박종희, 앞의 책, 103면.
70) 이원희, 앞의 글, 234면.
71) 그밖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이차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유성재, 앞의 글, 482면.
72) 김형배, 앞의 책, 708면.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경우에 근속연수, 연령, 부양관계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박종희, 앞의 책,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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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73) 둘째, 경영상 해고는 고도의 경영위기를 벗어나
거나 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특정 근로자의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측 요소를 동등한 순위로 고려하되 이익형량의 방법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4) 셋째, 일차적으로 사회적 보호 관점에서
해고의 기준이 작성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 관점 또한 부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
어야 하는데 예컨대, 특수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그 능력을 해고기준으로
삼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특정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서
사업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기업의 존립 목적 하
에서 특별 고려대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75)
⒝ 판례
판례의 경우 근로자보호의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례가 있다.
즉,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 형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
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업무
능력 등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에도 피고는 해고대상 근로자 선별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피고 법인의 이해관계
와 밀접한 사항들만을 반영할 뿐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피고의 초과인원 정리기준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피고법인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
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해고대상자 선별기준의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
73) 김형배, 위의 책, 709면.
74) 임종률, 앞의 책, 495-496면. 다만, 동 저자는 “어떠한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
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고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
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75) 박종희, 앞의 책,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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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76)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근로자보호의 관점과 기업보호의 관점이
종합적․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 2000. 6.
1. 선고 99구28247 판결에서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설
정하고 각 항목별로 어떠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인
지 여부는 획일적, 일률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
이익의 정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같은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정리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 목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사업체의 인사구조 및
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 향후 사업체의 발전역량의 보존 등 객관적 사정을 두
루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고 공단과 같은 공법인에 있
어서 장기간 근속한 고령자나 현직급에서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장기근속한
직원은, 일응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및 사업역량 강화라는 정리해고의 목적과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여지가 많고,
또한 잔여 정년이 많지 않고 그 퇴직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에 비추어 조기 퇴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여
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포함시킨 것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다른 나머지 모든 기준을 배제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갖게 되거나, 위와 같은
연령이나 현직급 근속연수보다도 경영혁신이나 사업역량 강화와 훨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무평정, 징계전력 등 과거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든지 혹은 그 반영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장기간
조직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거나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에 비하
여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이러한 정리해고 기준이 합리
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초기에 대법원
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
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었다.77) 그러나 2002년 판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에서는
76) 서울지방법원 1995. 12. 15. 선고 94가합10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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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해고기준(직급별로 연령이 많은 자, 장기간
재직자, 근무성적 저조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동 사안에서 사용자(은행)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상위직 근로자(3급
이상 직원)를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과반수 노조와 합의하여
정한 해고기준은 직급별 해고인원수를 정하고, 각 직급에서 연령이 많은 직원, 재
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을 해고대상으로 하되 앞의 두 기
준에 해당하는 자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
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
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
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에 독특한 연공
서열적인 임금체계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
은 직원과 재직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은행이 정한 위 기준은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
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서 수긍할 만하고, 정리해고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안정을 기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근로자 각자의
개인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78)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동일 직급에서 직무능력․임
금수준이 동일․유사한 경우 연령이 많은 자를 우선적 해고대상으로 삼는 기준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정리해고에 있
어서 중․고령근로자를 우선적 퇴출대상으로 삼고자하는 기업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자, 정리해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규제함에 있
7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78) 동 사안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 4. 11. 선고 2000나15908 판결)은 “근로자의 부양의무
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에도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연령, 재직기간, 근무성적 등 3가지 선정기준만을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 이들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근무성적을 다
소 고려하는 외에는 다른 기준에 불구하고 아무런 심사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감축
대상자로 선정한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자 선정기준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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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79)
다른 한편, 판례는 명예퇴직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자발적인 퇴직일
수도 해고일 수도 있다고 하며 “명예퇴직을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한다”80)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서
울지법에서는 “나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사용자가 인력구조개선
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중점권고 대상자를 선정
하여 명예퇴직을 권고하되 이에 불응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후선에 배치하는 전보
발령을 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것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중점권고 대상자가 선
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
이다. 피고은행은 2차 명예퇴직제 실시과정에서 중점권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연령자나 장기근속자가 모두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근로자의 근무성적은 물론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
취업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연령, 근속
기간, 현직급근속기간, 근무성적, 상향식평가, 기타요소로서 징계내용, 승진누락기
간, 후선배치경력 등을 고려하였던 1차 명예퇴직시와는 달리 단순히 연령과 근속
기간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니,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

79) 한편,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
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 12809 판결)고 하여 근로자의 해고 사
유로서 ‘고령’의 정당성을 부정한 바도 있다.
80) 서울행정법원 2001. 1. 12. 선고 2000구18833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에 앞서 노사간에 합의성 선정기준에 위배하여 직무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
지도 아니한 원고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한 후, 사
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명
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
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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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81) 이 판결은 비록 현재 계류 중인 하급
심이지만, 그 논지가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명예퇴직도 정리해고와 유사한 구조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이고, 따라서 권
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획일적 일률적 기준이 아닌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함께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연공서열 임금체계 하에서 고임금
을 받은 장기근속자 내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이 해고규모의 최
소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기근속에 따른 상대적인 고임금은 연령 자체와는 구별되는 요소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장기근속에 따른 고임금 근로자는 대부분
중․고령자이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해고기준은 중․고령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을 추정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동일직급에서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하고 연령이 많
은 자를 해고하는 기준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을 추정케 한다. 다만, 해
당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내지 준고령자를 이유로 하는 해고
를 고용차별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2002년 12월)되기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연령차별금지의 법리를 적용할 실정법적 근거가 취약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고용차별금지규정이 신설된 현재의 상황에서 장
기근속자 내지 고령자를 우선적인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기준은 연령차별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를 우선적 정리해
고의 대상으로 하는 해고기준의 정당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원이 어느 정
도로 법개정의 취지를 사법관계에 반영할 것인지는 현재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2) 계획
81) 서울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3가합16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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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부의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
노동부(고용평등국)는 가칭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을 2004년에 제정하여
2006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 법률(안)에서는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
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령, 장애 등 차
별사유별로 각각의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
니라 법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포괄적인 차별금
지 및 구제를 내용으로 법률의 제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차별금지사유 외의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차별실
태, 법률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
하고 있다.82)
모집․채용과 관련하여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연령 등(성별, 장애, 인종, 종교)을 사유로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되지 않은 연령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항). 다만, 해당 직무의 교육훈련요건 또는 퇴직 이전의
합리적인 고용기간요건에 비추어 모집․채용시 연령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 외에도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은 동일가치노동 노동임금원칙, 교육․배
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퇴직․해고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안)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임금차별을 목적으
로 동일한 사용자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된다(제3
항). 그러나 근속기간에 따른 대우의 차이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제4항). 그 밖에
82) 노동부(고용평등국),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 검토사항』워크샵 자료, 2004.
6. 11, 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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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
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동 법률(안) 제12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
나(제1항), 교육기간․비용 등에 비추어 교육대상자 선정시 연령기준 등을 설정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제2항). 장기
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현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직무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통상적
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이 임박한 고령자
등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의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제1항).
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도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조정
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기업의 인건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83) 특
히 고령근로자의 숫자가 많은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2002년 5월 노사합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
행중이며,84) 9월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가 내년 1월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인구 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보
고서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방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85) 해양수산부에서도 내년초 출범 예정인 부산항만공
사에 이를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86)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부처에 이르
83) 임금피크제의 모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지연 외,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
용정책(II)』, 한국노동연구원, 2003, 244면 이하를 참고하기 바람.
84) 신용보증기금은 만 58세 정년을 유지하되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퇴직 때까지 3년간은 임
금을 가장 많이 받는 만 54세 때의 75%, 55%, 35%로 매년 임금을 낮추도록 했다. 또 만
55세가 되면 보직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해 계약직이 담당했던 채권추심, 소액소송,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85) 한국일보, 2003. 11. 10, 34면.
86) 동아일보, 2003. 11. 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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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도입을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퇴직 내지 정리해고 등으
로 중․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의 고용유지 내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정년연장을 목적
으로 정년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조정하는 제도(정년연장형 임금피
크제)는 정년을 넘어서는 고용연장과 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년 이전의
임금삭감액과 정년 이후의 임금수령액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임금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로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보
장을 목적으로 하여 정년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조정하는 제도(정
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나이 이외에 그러한 임금삭감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연령임금차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별 근로
자의 생산성(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
여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하는 임금삭감․조정의 경우에도 외관상 중
립적 기준에 의한 간접적인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업생애 중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생산성보다 적은 임
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보게 되고, 이러한 이득은 직업생애의 후반기에 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쇄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
은 시기에 이득을 보고나서 직업생애 후반기에는 그러한 이득을 상쇄하는 임금액
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의 저하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불공
정할 뿐만 아니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ILO의 고령근로자권고(제162호)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에 고령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 내지 상실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7)
다)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의 폐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
공무원채용 응시연령 상한제도의 폐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2003년 청와대
87) 동 권고에서는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고령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감소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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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된 비공개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제도의 취지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지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
무원제를 구현하고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고, 응시연령제한제도
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문제점으로 다수의 고령자가 공직에 채용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력시장에서 젊고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곤란하여 정부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전문가 제안

금재호의 연구에 의하면,88)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고
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령제한 또는 연령차별의 완화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이기에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용평등법으로
확대하여 성뿐만 아니라 연령․장애․인종․지역 등을 포괄하도록 하거나 또는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유교적 기업문화
를 개선하고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하도록 임금체계 및 인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지연의 연구에 의하면,89) 고령인력이 적어도 일부분, 즉 대규모 사업체의 일
부 직종에서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고령근로자에 대
한 고용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기피현상은 채용시의 연령제한 등 차별
적인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력 기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연공급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임금체계
하에서 고령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기업의 위계질서와 조직문화가 연령과 직급이 적
절히 연계되지 않는 상황을 소화해 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연령에 따른 서열화나 고령자에 대한 대접이 기업 내에서는 오히려 고령자를 기
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88) 금재호, ｢연령차별완화를 통한 고용안정의 도모｣, 『고령화시대/고용불안 완화를 위한 정
책제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자료집, 2002. 7. 3.
89) 장지연(2002), 앞의 책, 122-1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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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에 내몰리는 원인 중의 하나로 근속연수의 증
가에 따른 연공급 임금의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되어 장기근속자의 임금과
생산성 괴리가 매우 클 경우에는 대개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자의 기업퇴
출을 부축이게 되기 때문에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성
과급․직무급으로 전환되도록 기업의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어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90)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찬반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모델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이다. 이는 정년을 채
우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전체 퇴직근로자의 0.4%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고려를 반
영한 것이다.91)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연공서열 위주의 경
직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기업이 고령근로자에 대한 임금부
담을 덜기 위하여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의 근로관계 단절의 방법을 쓰지 않게 하
는 유인이 되며,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고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고, 인생주기 상 가장 돈이 많이 필요상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임금
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퇴
직금 및 국민연금수령액까지 줄어들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크게 곤
란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2)
한편, 정리해고의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보호의 관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입법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근로자의 연령, 근속연수, 부
양의무라고 하는 3가지 요소는 해고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반드시 고
90) 금재호, 앞의 글, 9면 참조.
91) 동아일보, 2003. 11. 3. 1면.
92)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퇴직금과 국민염금 등에서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정년까지 수령하게 될 임금액과 정년보장에 따른 사회적 신분유
지로 얻는 이득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입을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2003. 12. 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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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소로서 입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근
로자보호와 기업보호를 관점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해고대상자를 선
정할 때 개입될 수 있는 사용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93)
정부부문에서의 채용상 연령제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연령제한은 유지하
되 점진적으로 그 제한의 폭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
다. 즉,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지
만 점진적이고 과도기적인 전략을 택하여 연량제한의 선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예
컨대, 5급과 7급의 경우 35세, 9급의 경우 30세)을 택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효과를 감소시키고 취업의 가능성을 넓힘으로써 차별 또는 불평등의 문
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94) 한편,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연령제한의 합리적
근거로 ①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와 지휘명령체계의 확립, ② 공직사회의 인적 자
원의 신진대사와 활성화 도모 및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③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려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 및 인적 자원의 낭비, ④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시
험(예컨대, 사법시험 등)과 달리 정년의 제한을 받는 채용시험에서의 응시연령제
한의 불가피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연령제한의 비합리성의 근거로 ① 민
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더욱 개방화하여야 할 필요성, ②
공무원시험에서 학력과 경력의 제한이 없음에도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점, ③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업선
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한 제한 등을 인용하고 있다.95)
라.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1) UN 연령차별 관련 문서
93) 조용만,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83면
참조.
94)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인권위 보고서, 2002,
90면 참조.
95) 행정개혁시민연합, 위의 책, 76-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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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보호에 대하여 UN은 1982년에 고령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연령차
별금지의 원칙을 제시한 '고령화에 대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하였고, 1991년에는 'UN의 고령자에 대한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resolution 46/91)'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은
고령근로자가 노동 및 다른 수입기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2년에는 '고령화에 대한 선언(Proclaiming on Ageing)'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동 선언의 서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문
제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화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고령자들의 기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 선언의 실행을 위한 정
부 및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을 사회의 부
담이 아니라 기여자로서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국제노동기구
가)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권고
1958년 ILO가 채택한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제1조
제1항 (a)에서는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
적 출신에 근거하여, 고용 내지 직업에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nullifying) 하거나 손상시키는(impairing) 효과를 갖는 구별(distinction), 배제
(exclusion) 또는 우대(preference)”로 정의하고 있다. 제111호 협약에서는 연령을
차별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협약 제1조 제1항 (b)에서는 국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차별사유를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
서 제111호 협약은 1958년 협약 제정 당시의 전형적인 차별사유로 간주되는 7가
지를 제시한 것이지 그 외의 차별사유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제111호 협약에 의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고용과 직업에서
의 차별이 금지된다. 제111호 협약은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employment)과
직업(occupation)이라는 용어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 ‘고용되는 것’, ‘특정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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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것’, ‘근로조건’을 의미한다. 한편, 제111호 권고 제2조에서는 차별금지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①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② 개인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훈련 또는 고용에의 접근, ③ 각자의
자질, 경험, 능력 및 근면성에 따른 승진, ④ 고용기간(tenure of employment)의
보장, 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⑥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식, 연차유급휴
가, 직업안전․건강 등) 및 사회보장, 기타 고용관련 복지시설 및 혜택, ⑦ 정부부
문에서의 고용, ⑧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⑨ 노사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이다.
제111호 협약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4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특정
직업에 고유한 자격요건(inherent requirements)이다. 이에 근거한 구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1조 제2항). 둘째, 국가안보관련 조치이다.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행하거나 행한 것으로 정당하게 의심받는 자에 대한 조
치는 그 자가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한 차별로 간
주되지 않는다(제4조). 셋째, 국제노동기준상의 특별보호․지원조치이다. 국제노동
기구(ILO)가 채택한 여타의 협약 또는 권고상의 특별한 보호조치 내지 지원조치
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조 제1항). 넷째, 적극적 보호 내지 차별시정조치이
다. 성별, 연령, 장애, 가족부양책임 또는 사회․문화적 지위 등의 이유로 특별한
보호 내지 지원이 요구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들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국가가 정한 여타의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조 제2항).
나)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
ILO가 1980년에 채택한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는 고령근로자에 대
한 고용․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동 권고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촉진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직업생활로부터의 은
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제162호 권고는 연
령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1958년 제111호 협약, 고령근로자와
관련된 기존의 고용정책, 인적자원개발 내지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협약과 권고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립하였다.
제162호 권고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고령근로자를 “고령화로 인하여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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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제1조 제1항)라고 일반적으로 정의
하고 있을 뿐, 특정의 연령범주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162호 권고
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령근로자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특정한 연령범주를 설정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1조 제2항).
회원국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는 국가정책
과 이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의 틀 내에서 고령근로자에 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
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특히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
이 금지되는 사항으로 ①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② 개인적 기술과 경험 및 자격
을 감안한 채용과 직업교육훈련(유급교육훈련유가 포함), 승진과 업무할당, ③ 고
용종료, ④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보수, ⑤ 사회보장조치와 복지급여, ⑥ 산업안전
보건조치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⑦ 직업활동 내지 고용과 관련한 주택, 공공사업,
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고령근로자가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된 원인이 연령과 관계되는 경우
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① 고령화를 촉진하는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②
해당 근로자의 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작업속도를 요하는 작업조직과 근로시간 형
태의 변경(특히 초과근로제한 등), ③ 인체공학적 원리 등 모든 가능한 기술적 방
법을 통해 건강유지․사고예방․노동력보존이 가능하도록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만드는 것, ④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작업감독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3조).
특히 제162호 권고는 위의 ‘작업조직 및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노
사단체는 교섭을 통해 ⓐ 힘들고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고령근로자의 일
일․주당 통상의 근로시간 단축, ⓑ 노령연금 수령연령 도달 이전의 일정 기간 동
안 근로시간단축을 원하는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 ⓒ 근속기간 및
연령에 기초한 유급휴일의 증가, ⓓ 고령근로자가 근로시간과 여가를 편리하게 편
성할 수 있도록 특히 파트타임 고용의 촉진 및 탄력적 근로시간의 제공, ⓔ 수년
간 연속적 또는 반연속적 교대작업에 종사한 고령근로자를 통상적으로 주간 근로
시간에만 수행되는 작업에의 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제14조).
고령근로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고령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
로서 작업속도 뿐만 아니라 노하우와 경험을 고려한 보상체계, 도급제 작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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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제 작업으로의 전환을 예로 들고 있다(제16조). 그리고 인력감축의 경우에
는 재취업지원,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8조).
3)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법제는 제1차 법원(法源)으로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창설의 근거
가 되는 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이 있고, 제2차 법
원(法源)으로 유럽이사회(Council)와 유럽위원회(Commission)가 제1차 법원인 조
약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법령이 있다.96) 제2차 법원(法源)인 법령에는 규칙
(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이 있다.97) 따라서 차별금지에 관한 EU법은 제1차
법원(法源)인 조약에서 기본적 내용이 규정되고, 제2차 법원(法源)인 법령, 특히 지
침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노동에서의 차별금지 내지 균등대우에 관한 주요 지침으로는 1976년 ‘남녀의 평
등대우원칙에 관한 지침’(제76-207호), 2000년 ‘인종․민족적 기원과 무관한 평등대
우원칙에 관한 지침’(제2000-43호, 이하 제43호 지침이라 함), 2000년 ‘고용과 직업
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제2000-78호, 이하 제78호 지침이라 함) 등이 있
다.98) 특히 제78호 지침은 연령을 차별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
다. 제43호 지침은 인종 또는 민족을 차별사유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78호 지침
은 종교,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43호 지침과
제78호 지침은 그 기본적 내용이 동일하나 차별금지영역의 측면에서 제43호 지침
96) 濱口桂一郞, 『EU勞働法の形成』, 日本勞働硏究機構, 2001, 6면.
97) 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며, 전체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
용된다. 지침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그 형
식 및 방법에 관해서는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위임된다. 요컨대, 지침의 경우 회원국
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법 제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규칙은 지침과 달리 회
원국에 의한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요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회원국의 사인에 대하여도 적
용된다. 濱口桂一郞, 위의 책, 6면.
98)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제의 내용에 관한 문헌으로 Mark Bell, Anti-discrimination law and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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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78호 지침보다 포괄적이다. 제78호 지침은 채용, 승진, 근로조건, 직업훈련,
노사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등에 국한하여 적용되지만 제48호 지침은 그 외에도
사회보장․의료를 포함하는 사회보호, 사회적 이익(social advandage), 교육, 재화
와 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주택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연령차별
을 포함하고 있는 제78호 지침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78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최저기준이다. 회원국은 동 지침보다 유리한 평등대우원칙의 규정을 도입
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그리고 동 지침의 시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지침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역에서 회원국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차별로부터의 보호 수준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제8조 제2항). 다른 한
편, 회원국은 2003년 12월 2일까지 제78호 지침에 부합하는 법령을 채택하여야 하
나, 다만 연령 및 장애에 관한 제78호 지침의 내용은 3년이 더 연장되어 2006년
12월 2일까지 관련 법령을 채택하여야 한다(제18조).99)
가) 제78호 지침상의 차별개념
제78호 지침은 회원국에서 평등대우원칙의 시행을 목적으로, 고용 및 직업과 관
련하여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 틀(즉, 최소한의 기
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특히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유럽위원
회100)가 제출한 제78호 지침의 제안서(proposal)는 고용영역에서 특히 고령자에게

99) 유럽연합 회원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의 현황에 관해서는 Employment & social affaires,
Report on member states' legal provisions to combat discrimination, European Commission,
2000 ; Division des Etudes de législation comparé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sur
les lieux de travail, Sénat de France, 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100)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으로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법원, 유럽의회가 있다. 유
럽이사회는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며 법령의 채택 등의 의사결정을 행하는 입법기관이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집행기관
으로 법령의 제안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최종적인 법령의 채택권을 가지며 제안권은 없다.
유럽의회는 원래 입법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에 불과하였지만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도입
된 공동결정절차에 의해 한정된 영역에서 입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사회관계의
영역은 대부분 이러한 공동결정절차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은 濱口桂一郞, 앞의 책, 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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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조치로서 고용상실, 채용차별, 특별실업조치에서의 배제, 직
업훈련으로부터의 배제, 퇴직에서의 차별을 들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최고채용연
령의 설정, 신기술에 관한 고령근로자의 훈련권의 제한, 승진권의 제한, 고용조정
에서의 고령근로자의 해고 등을 들고 있다.101)
평등대우원칙은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유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
유로 하는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 또는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항). 직접차별은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유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대우하였거나 대우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제2조
제2항 ⒜).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 규정․기준 또는 행위에 의해 특정의 종교
내지 신념, 특정의 장애, 특정의 연령 또는 특정의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자에 비하여 특정의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제2조 제2항 ⒝).
다만,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기준 또는 행위가 합법적 목적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경우
(제2조 제2항 ⒝의 (i)) 또는 장애자와 관련하여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기준 또는
행위에 수반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자(기타 자연인 또는 단체 포함)가
국내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제2조 제2항 ⒝의 (ii))에는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78호 지침상의 차별금지영역
제78호 지침은 ① 선발기준․채용조건을 포함한 고용접근과 승진, ② 실무적 현
장경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 및 모든 수준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 ③ 해고와 임금
을 포함하는 고용 및 근로조건, ④ 노사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및 노사단체가 제공
하는 급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자에게 원
칙적으로 적용된다(제3조 제1항).
10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M(1999) 565 final,
1999. 11. 2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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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접근과 관련한 평등대우는 모든 형태의 고용 내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접
근을 막는 일체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승진에
관한 평등대우는 캐리어구조 내에서의 승진이 해당 직업에 관한 자격․능력,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험 및 기타의 객관적 기준에 기초하여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상 평등대우는 직업훈련에서의 평등대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에의 접근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 및 근로조건에서의 해고와 임금은 가장 명백한 차별영역의 예로서 언급되고
있다.102)
다른 한편, 제78호 지침은 유럽공동체 외 제3국의 국민이나 무국적자의 회원국
영토에의 진입과 거주에 관한 규정과 요건, 제3국의 국민과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
로부터 발생하는 대우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제3조 제2항), 국가(법정)의
사회보장 내지 사회보호 등 국가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
전지급(payment)에도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3항). 즉, 공적 연금의 지급연령에
대해서는 제78호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원국은 연령 및 장애를 이유
로 하는 차별과 관련하여 제78호 지침을 군대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제3조
제4항).
다) 제78호 지침상의 차별예외사유
제78호 지침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직업자격, 연령차별 예외사유, 적
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 조치에 관해서는 관련된 항목에서 후술한다.
우선, 직업자격이다. 동 지침이 규정하는 차별사유(예컨대, 연령)와 관련된 특성
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가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
추어 그러한 특성이 진정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a genuine and determining
occupational requirement)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요건이 적
절한 것인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4조 제1항).
다음으로, 연령을 이유로 하는 대우의 차이가 정당화되는 경우이다. 연령에 근
거한 대우의 차이가 국내법적 상황에서 고용정책․노동시장․직업훈련상의 목적
10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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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 경우 회원국은 이를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
다(제6조 제1항). 그리고 연령에 기한 대우의 차이가 정당화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제6조 제1항 및 제2항). 즉, ① 청년, 고령근로자, 개호책임
(caring responsibilities) 부담자의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거나 이러한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고용․직업훈련의 기회 및 근로조건(해고 및 임금 등)에 관한 특별한 요
건을 설정하는 것, ② 고용기회 또는 고용관련 특정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서 연
령, 직업경험 또는 재직기간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것, ③ 해당 직무가 요
구하는 훈련에 비추어 또는 은퇴(retirement) 이전의 합리적인 고용기간의 필요성
때문에 채용에서 최고연령을 설정하는 것, ④ 직업(직역)사회보장제도(occupational
social security schemes)에 있어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가입 내지 수급의
연령을 설정하는 것(예컨대, 근로자 그룹 내지 범주에 따라 연령을 달리 설정하고
실제의 연금계산에서 연령기준을 사용하는 것 등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초래하
지 않는 한 이를 연령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원국은 규정할
수 있음)은 정당화되는 차별대우이다.
3) 미국
가) 차별금지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내용을 사용자에
의한 차별,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차별, 노동단체에 의한 차별로 구분하여 차례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용자에 의한 차별
사용자가 연령을 이유로 하여 ①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또는 보수,
고용조건, 고용기간, 고용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제623조 ⒜⑴), ②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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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제한(limit)하거나 격리(segregate)하거나 분류(classify)하는 행위(제623조 ⒜
⑵), ③ ADEA의 준수를 목적으로 임금액을 삭감하는 행위(제623조 ⒜⑶), ④
ADEA 위반과 관련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증언, 지원 또는 참여를 이유로 차별하
는 행위(제623조 ⒟), ⑤ 연령에 근거한 선호, 제한, 특정 또는 차별을 드러내는 인
쇄물이나 광고를 제작․발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제623조 ⒠)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채용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관계가 성
립․유지․종료되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직접차별의 예
직접차별은 차별의도가 있는 불이익한 대우를 말한다. 직접차별의 경우에는 차
별의도(동기)에 대한 주장자의 입증이 요구된다. 연령에 대한 사용자의 발언, 예컨
대, “우리 기업은 당신과 같은 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는 “이 일을
하기에는 당신이 너무 늙었다.” 등은 연령차별을 보여주는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해고와 관련된 사안에서, “오래되고 큰 나무를 베어내어야 그 밑에 있는 작은 나
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비유적 발언도 직접증거로 인정되었다.103) 그러나 연
령에 관한 발언이 모두 차별의도를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
한 발언이 연령에 근거하여 불이익한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할 정도로 충
분한 것이어야 한다.104) 연령 언급이 서술적인(descriptive) 것에 불과하고 가치평
가적인(evaluative) 것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치평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견해 표명으로서 사용자의 불이익한 결정과는 무관하거나 시간적으
로 거리가 있었던 경우(예컨대, “나이 많은 근로자는 변화와 새로운 방침에 대한
적응에서 문제가 있다”)에는 불법적인 연령차별의도(동기)를 추정케 하지 않는
다.105) 그렇지만 젊음에 대한 선호 또는 연령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명백한 언
급이 고위 경영자(top executives)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공식적인 회사계획문서에
담겨진 경우 또는 차별피해자와 관련하여 결정권한을 갖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a
103)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d practice,
West, 2001, p.374.
104) Mack A. Player, op. cit., pp.137-138 참조.
105) Mack A. Player, op. cit.,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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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of management)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106) 그러나 많은 경우 차별 의도나 동기를 밝혀주는 직접증거를 구하기 어렵
다. 이 경우 간접증거(indirect evidence) 내지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가
사용된다. 간접(상황)증거는 차별의도를 추정케 하는 증거를 말한다. 사용자의 마
음속에 들어있는 주관적인 의도나 동기를 직접적으로 밝혀낸다는 것이 불가능하
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간접(상황)증거가 제시되면 차별의도가 ‘일응 입
증’(prima facie)되었다고 보게 되고, 상대방(사용자)이 합법적 또는 비차별적인 이
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차별이 성립하게 된다.107) 예컨대, 채용거부 사건에서, 차별
주장자가 ① 자신이 40세 이상이라는 사실(즉, ADEA에 의해 보호되는 연령그룹
에 해당하는 점), ② 해당 일자리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채용이 거부된 사
실, ③ 그 후 사용자가 상당히 젊은 사람을 채용한 사실을 제시하게 되면, 사용자
의 차별의도(동기)를 추정케 하는 ‘일응의 입증’이 성립하게 된다.108) 또 다른 예
로, 해고사건의 경우 차별 주장자는 ① 자신이 40세 이상이라는 사실, ② 해고 당
시까지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신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③ 해고 후에 유사한 직업자격 내지 직무수행능력을 갖는 상당히 젊은 자가 해당
일자리(내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정리해고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보
다 젊은 자는 해고되지 않았던 사실)을 제시하게 되면, ‘일응의 입증’이 성립하게
된다.109) 이러한 ‘일응 입증’의 법리에 의해,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 내지 사실을
제시하여야 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차별 주장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합법적이고 비차별
적인 이유 내지 사실이 거짓되었거나 차별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핑계 내지 구실
106)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375.
107) 간접(상황)증거를 통한 이러한 ‘일응 입증의 법리’는 원래 민권법 제7편과 관련한
McDonnell사건(McDonnell Douglas v. Green, 411 U.S. 792, 93 S.Ct. 1817, 1973)에 확립된
것이다.
108) Michael Evan Gold,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2nd ed.,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48 참조 ;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378 참조.
109)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law, West group, 2000, p.4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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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xt)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차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다.110) 예컨대, 사용자가 해고이유로 업무성과의 저조(poor job performance)를 제
시하였다면, 차별 주장자는 해고 이전까지 업무성과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핑계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
이다.111)
㈁ 간접차별의 예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즉, 차별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사용자의 정책, 관행 내지 결정이 40세 이상의 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a
disproportional adverse effect)을 미치고, 그러한 사용자의 정책 등이 경영상의 필
요(needs of the business)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112) 미국에서는
이러한 간접차별을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부른다. 간접차별의 개
념113)은 민권법 제7편의 적용과

관련하여 1971년 Griggs사건(401 U.S. 424, 91

S.Ct. 849)114)에서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고, ADEA 하의 연령차별에도 연방하급심
에서 적용된 예가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현재까지 간접차별법리가 ADEA 하
의 연령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
지는 않다.115) 간접차별법리에서는 사용자의 차별의도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않는
다. 이러한 점에서 간접차별법리는 고령근로자의 채용, 승진, 해고 등과 관련하여
관행적 내지 제도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법적
110) Mack A. Player, op. cit., pp.138-139 참조 ;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378 참조.
111) Raymond F. Gregory, op. cit., pp.138-139 참조.
112) Michael Evan Gold, op. cit., p.51 참조 ; Raymond F. Gregory, op. cit., p.158 참조.
113) 간접차별에 관한 국내문헌으로 한승희,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
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순경 외 4인, 『간접차별 판단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2002 ; 구미영, ｢고용상의 간접차별 규제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
위논문, 2003을 참고하기 바란다.
114)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은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122 이
하 참조하기 바란다.
115) Michael Evan Gold, op. cit., p.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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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116) 차별을 주장하는 자는 통계자료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사용자의 고용정책 등이 본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히면, 상대방인 사용자는 그러한 정책 등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
임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 성립한다.117) 간접차별 사건에서 통
계적 증거가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문제가 되는 사용자의 정책 등이 서로 상이한
그룹에 어느 정도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이다.118) 그렇지만 사용자의 정책 등이 ADEA의 적용대상이 되는 40세 이상의 모
든 근로자들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40세 이상
의 일부 근로자들(예컨대,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족하지 여부에 관해서는 연방하급심법원간에 다툼이 있다.119) 다른 한
편, 경영상의 필요라는 사용자의 항변과 관련하여 비용절감(saving money)이 여기
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처음에는 판례가 부정적으로 보았다.120) 다만, 도
산(bankruptcy)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비용절감(고임금 근로자의 정
리해고)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121)
최근에는 도산과 같은 극한적 상황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비용절감은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122)
⒝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차별
직업소개기관이 연령을 이유로 하여 고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차
116) Raymond F. Gregory, op. cit., p.160 참조
117) Raymond F. Gregory, op. cit., p.159 참조.
118) David Neumark, op. cit., p.10.
119) Michael Evan Gold, op. cit., pp.51-52 참조.
120) 예컨대, Gellert사건(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Second Circuit, 635 F.2d 1027,
1980)의 경우가 그러하다. 동 사건의 내용은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86 이하.
121) Finnegan v. Trans World Airlines Inc., 967 F.2d 1161 (7th Cir. 1992), Harold S. Lewis
and Elizabeth J. Norman, op. cit., p.378 참조.
122) Michael Evan Gold, op. cit.,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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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행위, 고용과 관련하여 연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분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623조 ⒝), ADEA 위반과 관련한 구
제신청, 소송제기, 증언, 지원 또는 참여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제623조 ⒟), 연
령에 근거한 선호, 제한, 특정 또는 차별을 드러내는 인쇄물이나 광고를 제작․발
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제623조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노동단체에 의한 차별
노동단체가 연령을 이유로 하여 그 가입을 배제하거나 단체로부터 추출하는 행
위 또는 기타의 차별행위, 연령을 이유로 하여 고용기회를 박탈․제한하거나 근로
자의 지위 또는 채용지원자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단체구성원
자격을 제한․격리․분류하거나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
위,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령차별을 행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도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623조 ⒞). ADEA 위반과 관련한 구제신
청, 소송제기, 증언, 지원 또는 참여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제623조 ⒟), 연령에
근거한 선호, 제한, 특정 또는 차별을 드러내는 인쇄물이나 광고를 제작․발간하
거나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제623조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ADEA에 위반하는 협약내용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와 더불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노조가 협약상의 고충처리절차에
서 근로자를 공정하게 대표하지 않는 경우 노조에 의해 대표되는 근로자는 해당
노조에 대해 연령차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123)
나) 차별예외사유
⒜ 진정 직업자격
특정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연령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진정한 직업자
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123) 이상의 내용은 Barbara T. Lindemann and David D. Kadue, op. cit., pp.66-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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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지 않는 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623조 ⒡⑴). 예컨대, 사용자가
채용연령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퇴직연령을 설정하는 경우(예, 비행기 조종사)
ADEA는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
요한 때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일정한 연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① 그러한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또는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
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 또는 ② 정해진 연
령을 초과하는 일부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성(trait)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
현실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124) 연령이 진정한 직업자격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컨대 고령근로자를 훈련시키는데 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든지 또는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더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등의 이른바 경제적 고려는 관련
성이 없으며, 오히려 고객 및 동료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된
다.125)
⒝ 연령 외의 합리적 요소
연령 이외의 합리적인 요소에 근거(based on reasonable factors other than age)
하여 차이(differentiation)를 두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623조⒡⑴). ‘연령 이외의 합리적 요소’에는 학력․
경험과 같이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직무수행의 능력이나 질 또는 양을 측정
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126) 그러나 연령 이외의 요소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성
되는 것으로서 고령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즉,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나 너
무 많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자 시간의 경과
와 관련된 요소로 고령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
다.127)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삭감함에 있어서 근속년수 또는 기업연금 수급자격
124) Mack A. Player, op. cit., p.144 참조.
125) Michael Evan Gold, op. cit., p.50.
126) Mack A. Player, op. cit., p.145.

- 70 -

은 연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연령 이외의 요소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연방하급심 판례의 입장이었고,
상대적인 임금의 차이(즉, 고임금)도 도산회피와 같은 불기피한 목적을 위한 경우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128) 그러나 연방대법
원의 Hazen 판결129) 이후 연방하급심 법원들은 고령근로자의 고임금을 이유로 하
는 사용자의 인사결정에 대하여 간접차별법리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게 되었고,
몇몇 법원들은 연공(seniority)에 따른 높은 보상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해고는
ADEA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하였다.130)
⒞ 진정 선임권제도
ADEA의 목적을 회피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임권제도(bona fide
seniority system)에 의거한 경우에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623조 ⒡⑵
(A)). 선임권제도는 재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부여하
는 단체협약상의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선임권제도에 근거한 ‘단기
127) Ibid.
128) Mack A. Player, op. cit., p.149 참조.
129) Hazen Paper Company v. Biggins, 507 U.S. 604, 113 S.Ct. 1701, 1993. 동 판결의 내용
은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80 이하. 동 사건에서 사용자는
몇 주 후에 기업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1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게 되는 근로자를
해고하여 연금비용의 부담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고령근로자에 대
한 연령차별의 핵심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생산성과 능력이 감소한다는 부정확하고 천
편일률적인 믿음(inaccurate and stigmatizing stereotypes)에 기초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ADEA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나이가 아니라 능력(merits)에 근
거하여 (고령)근로자들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결정
이 연령 이외의 다른 요소에 전적으로 근거하였던 경우에는 부정확하고 천편일률적인 믿
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연금상의 지위(pension status)를 그러한 예로 보
고 있다. 즉, ‘연령과 연관되어 있는 요소’(correlated with age)라고 할지라도 ‘근속년수는
분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령과는 구별되는 것’(analytically distinct from his years of
service)이기 때문에, 근속년수에 근거한 사용자의 결정은 반드시 연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130) David Neumark, op. cit., p.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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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期) 근속자 우선해고의 원칙’(the last hired, first fired rule)이 일반화되어 있
다.131) 이러한 선임권제도는 연방 또는 주(州)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
지만 의무적인 교섭사항(mandatory subject in the collective bargaining)에 해당한
다.132) 단체협약에 단기 근속자 우선해고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선임권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구속된다. 선임권제도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근
속기간이 오래된 고령근로자는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하여 정리해고로부터 보호된
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보다 젊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업이 주로 젊은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최근에
채용되었고 기업이 선임권제도에 기초하여 정리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고령근로
자가 우선적인 해고대상이 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선임권제도가 고령근로자를 불
이익하게 취급하려는 목적으로 창설되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한 선임권제도의
준수는 ADEA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133) 한편, 재직기간이 보다 짧은 자를
더 우대하는 역선임권제도(reverse seniority)는 ADEA에 의해 보호되지 않기 때문
에, 이러한 역선임권제도가 고령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하여야 한다.134)
⒟ 근로자급부제 내지 조기퇴직장려제
근로자급부제(employee benefit plan) 또는 조기퇴직장려제(voluntary early
retirement incentive plan)상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연령차별에 해당
하지 않는다(제623조 ⒡⑵(B)). 기업연금제도상 연금수급연령을 설정하는 것은 가
능하지만 사용자가 기여금이나 연금급여에서 고령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
131) Michael R. Carrell and Christina Heavrin, Labor re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6th
edition, Prentice-Hall, New Jersey, 2001, p.332 참조. 선임권제도의 내용에 따라서는 근속
기간이 해고대상자 선정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업적평가 등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다른
평가결과가 대등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결정적 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
132) Michael R. Carrell and Christina Heavrin, op. cit., p.334.
133) Michael Evan Gold, op. cit., p.53.
1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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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135) 기업연금 이외의 부가급부제도, 특히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의 경
우에는 고령근로자의 사망률 내지 중병 발생률이 젊은 근로자보다 높기 때문에
젊은 근로자를 위한 부가급부비용과 고령근로자를 위한 부가급비용이 유사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후자의 비용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136) 그러나 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나 부담한 비용이
나이가 더 어린 근로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나 부담한 비용보다 적어
서는 아니 된다(제623조 ⒡⑵(B)). 이처럼 급부비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비자발적인 퇴직을 정당화하기 위하
여 이용될 수는 없다(제623조 ⒡⑵(B)). 다른 한편, 일정 연령의 강제퇴직제도는
금지되지만 사용자는 조기퇴직장려제도를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 조기퇴직기준으로 최저연령(예컨대,
50세 이상)을 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연령범주에 한정하여(예컨대, 55세-60세) 조
기퇴직을 장려하여서는 아니 된다.137) 기업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액을 증
액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장려제도를 활용하는 것(즉, 근속년수에 따라 또는 연령과
근속년수를 조합하여, 균일한 퇴직장려금 또는 증액하는 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138) 특히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인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많은 기업은 퇴직대상 근로자의 선정수단으로 조기퇴직장려제도를 실시하는데 일
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주로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상의 퇴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업연금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139)
4) 아일랜드

135) Michael Evan Gold, op. cit., p.47.
136) Michael Evan Gold, op. cit., p.43.
137) Mack A. Player, op. cit., p.150.
138) Ibid.
139) 井村 己, ｢高齡者の退職に伴う放棄契約の締結と雇用差別禁止法 - アメリカにおける
ADEAの改正を契機として｣, 『季刊勞働法』, 제182호, 合 働 究所, 1997, 127-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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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별금지의 내용
아일랜드 고용평등법(EEA)에 의하면 사용자에 의한 차별 외에도 직업훈련기관,
직업소개기관, 노사단체 등에 의한 차별이 규제된다.
⒜ 사용자에 의한 차별
채용, 근로조건, 고용관련 훈련 내지 경험, 승진 또는 직급부여, 직제분류와 관
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채용지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이러한 5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차별을 발생시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무효이다
(제9조 제2항). 또한 사용자가 채용을 제외한 위의 4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근로자 또는 근로자그룹을 차별하는 규칙을 정하거나 지시하는 것 또는 관행을
적용하거나 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제8조 제4항).
㈀ 채용 및 근로계약
사용자가 ①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또
는 ②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또는
그룹)와 관련해서는 특정되지 않는 고용자격(entry requirements for employment)
을 어떤 자(또는 그룹)에 대해서는 특정함으로써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채
용에서의 차별에 해당한다(제8조 제5항). 채용광고에서 ① 차별의 의도를 보이거
나 또는 ② 합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광고를 출
판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0조 제1항). 또한 광고에서 어떤 일
자리(post)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단어 또는 문구가 특정의 성(性)이나 기타 법소정
의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을 갖는 자를 암시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자에 의해서
만 수행되는 일자리 내지 직무를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의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0조 제2항).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모집광고에서 “젊
고 역동적인(a young and dynamic) …" 등 ‘젊은’(young)이라는 표현이 두 번 사
용된 것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은 젊지 않는 자, 즉 중년자 및 고령자를 배제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그러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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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연령차별이라고 판단되었다.140)
그리고 차별적인 근로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상에 차별금지(평등) 조
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제21조
제1항, 제30조 제1항).141) 한편,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
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은 차별에 해당하고, 불리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며(단, 연금권142) 제외), 다만 사용자가 법
소정의 차별사유 이외의 사유에 진정으로 근거한 차이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제30조).
㈁ 임금 등 근로조건 일반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역시 규제된다.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법소정의 차별사유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① 근로조건(연금권 제외), ②
작업환경, ③ 시간외근로, 교대근로(shift work), 근로시간단축(short time), 배치전
환, 정리해고, 일반해고 및 징계에서, 다른 근로자(또는 근로자그룹)에게 제공하거
나 대우한 것과는 다르게 어떤 근로자(또는 근로자그룹)를 취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제8조 제6항).
임금의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조건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
후 각 3년 동안에는 유사한 직무(like work)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
는 것과 동일한 임금(the same rate of remuneration)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제29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유사한 직무라 함은 ① 두 근로자가 동일 내
지 비슷한 조건하에서 상호 대체가 가능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143) ②
140) Equality officer decision, DEC-E/2000/14(Ryanair사건), 2000. 12. 29. 동 결정의 내용은
1998년 고용평등법에 의해 설치된 평등심사국(Office of the Director of Equality
Investigations)의 홈페이지(www.odei.ie) 참고하였다.
141) 남녀간의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조항이 근로계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
는 규정은 제20조이다.
142) 연금권(pension rights)이라 함은 직역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scheme)상의 연금
또는 기타의 급여(benefit)를 뜻한다(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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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다른 근로가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
고 있고, 각 자가 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수행조건 사이의 차이가 해당 작업 전체적
으로 볼 때 작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144) 또는 ③ 어떤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
이 기술, 신체적 내지 정신적 요구(부담), 책임, 근무조건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
자가 행하는 작업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경우145)를 말한다. 또한 단체협약 규정이
법소정의 차별사유에 기하여 임금액의 차이를 정한 경우 무효이다(제9조 제1항).
사용자가 승진의 적격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근로자에
게는 ① 승진기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제외한 경우 또는 ② 승진의 기회
를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진에서의 차별에
해당한다(제8조 제8항). 또한 근로자가 고용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
도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상담․훈련(OJT 여부 불문)․직무경험을
위한 기회 또는 설비를 제공하고 어떤 근로자에게는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고용관련 훈련 내지 경험에서의 차별에 해당한다(제8조 제7항)
⒝ 직업훈련기관 등에 의한 차별
교육훈련기관 등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훈련과정 및 관련설비의
제공조건, 제공의 유무 또는 제공의 방법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1
항).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는 그 적용대상자의 최저연령이 의무교육종료연령(즉,
15세)으로 되고 있다(제12조 제3항). 한편, 직업훈련기관이 특정 범주의 자에 대하
여 전통적 또는 역사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조치(장학금, 장려금 등)를
143) “both perform the same work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or each is
interchangeable with the other in relation to the work”
144) “the work performed by one is of a similar nature to that performed by the other
and any differences between the work performed or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performed by each either are of small importance in relation to the work as a whole or
occur with such irregularity as not to be significant to the work as a whole”
145) “the work performed by one is equal in value to the work performed by the other,
having regard to such matters as skill, physical or mental requirements,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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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은 그러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 한 연령 또는 인
종에 기한 불법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2조 제7항).
직업소개기관(employment agency)은 직업소개, 캐리어․고용관련 기타 서비스
(훈련 포함)에 관한 지도 등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1항).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전문직단체, 상업단체 등은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
체가 제공하는 이익(연금 제외), 해당 직업에의 입직이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나) 차별예외사유
고용평등법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직업자격, 적극적 조치, 장애인관련
임금지급 및 특별한 대우 또는 시설의 제공, 가족․혼인상의 지위를 고려한 급여,
연령차별의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직업자격, 연령차별의 예외에 관
하여 살펴본다.
⒜ 직업자격
특정 일자리의 고용에서 어떤 자의 관련특성이 그 일자리의 직업자격이기 때문
에 그 자를 우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은 다른 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
지 않는다(제37조 제2항). 생리학적 이유로 또는 오락(entertainment)목적을 이유로
해당 직업의 성격이 어떤 특성을 갖는 자를 요구하고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자로 채워지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이
러한 관련특성은 직업자격으로 간주되므로 장애차별(연령차별 또는 인종차별 포
함)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7조 제3항). 예컨대, 배우 등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 연령차별의 예외사유
㈀ 현저한 비용증가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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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는 일반적 정당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현저한 비용증가(significantly increased costs)가 초래
된다고 하는 명백한 보험통계상의 증거 내지 기타 증거(clear actuarial or other
evidence)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연령차별이 불법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제34
조 제3항).
㈁ 채용상 연령제한의 필요성
신입사원(recruit)이 ①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② 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퇴직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이 있
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채용에서의 상한연령(maximum age for recruitment)
을 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4조 제5항).
㈂ 연공(근속기간)에 기초한 대우의 차이
특정의 직이나 고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상대적인
연공 또는 근속기간(relative seniority or length of service)에 기초하여 상이한 임
금액(rates of remuneration)과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
는다(제34조 제7항).
㈃ 상이한 퇴직연령의 설정
자발적 퇴직이든 강제적 퇴직이든 근로자(또는 계급․직급)에 대하여 상이한 퇴
직연령(different ages for the retirement)을 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
는다(제34조 제4항). 고용평등법상 연령차별금지의 내용은 65세 미만의 자에게 적
용되고, 따라서 65세 이상자에 대한 퇴직연령 설정은 동법 위반이 아니다.
5) 캐나다
가) 차별금지의 내용

- 78 -

캐나다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에서
의 차별뿐만 아니라 그 외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용차
별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법이 금지하는 차별사유에 근거하여 직접․간접적으로 ① 채용 내지 계속고
용을 거부하는 것, ② 고용과정에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구별하는 것은 차별행위
로 금지된다(제7조). 법정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제한․특정(specification)․선호
를 표시하거나 함축하는 채용지원서의 사용, 모집광고, 구두․서면의 조사는 차별
행위로 금지된다(제8조). 노동단체가 법정 차별금지사유에 기하여 ① 단체가입의
거부하는 것, ② 단체구성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 ③ 어떤 개인이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단체협약과 관련한 해당 단체의 의무가 그 자와 관련된 경
우에 고용기회를 박탈․제한하거나 해당 개인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
식으로 그 자와 관련하여 제한․분리․분류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금지된다(제9조
제1항). 사용자,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가 법정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이를 의도하는 ①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② 모
집․직업소개․채용․승진․인사이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금지된다(제10조).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
는 남녀근로자 사이의 임금차이를 수립․유지하거나 차별제거를 위한 임금삭감은
금지되고, 동일가치노동의 평가기준은 해당 작업의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
책임과 작업수행조건이며, 남녀간 임금차이를 수립․유지하기 위하여 설립․유지
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된다(제11조). 그 외에도 차별
내지 차별의도를 표시․함축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물을 공간하는 행위(제12
조), 통신수단을 통한 증오․경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고용과 관련한 괴롭
힘(제14조), 차별구제 신청자에 대한 보복 또는 보복위협의 행위(제14조의 1) 등은
금지된다.
나) 차별예외사유
캐나다인권법은 차별예외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① 진정한 직업자격(a
bona fide occupational requirement)에 근거한 고용관련 거부․배제․제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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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제한․특정․선호, ② 법령이 정하는 최소연령의 미달 내지 최고연령의 도
달을 이유로 하는 채용거부 또는 고용종료, ③ 유사 지위(positions)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은퇴연령(the normal age of retirement)의 도달을 이유로 하는
고용종료, ④ 연금급여기준법(the Pension Benefits Standards Act, 1985)이 정하는
수급연령에 부합하는 노사단체 창설의 연금기금 내지 제도가 정한 요건, ⑤ 캐나
다인권위원회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허용되는 차별(가이드라인상의 합리적
요소에 근거한 남녀간 임금차이 포함), ⑥ 임산․출산․양육 관련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휴가 내지 급여의 제공, ⑦ 적극적 조치의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
는다(제11조 제4항, 제15조, 제16조).
마. 정책 대안
1)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 규제
기업은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연령을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는 현 실태는 연
공에 따른 계급적 위계질서와 인적 화합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을 채용하여 활용하기가 덜
부담스럽고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사람의 능력보다는 조직
적 인화를 강조하는 전통적 편견 내지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합리적인 것으
로 볼 수 없다. 연령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기업
은 연령 이외의 다른 기준들을 고려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충
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령을 제한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
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급속
도로 진전되어 감에 따라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것
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모집․채
용상의 연령제한을 제거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을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EU 지침이 규정하고 있듯이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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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한에 대한 광범
위한 회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을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
야 한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조항에 연령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
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해
당 조항은 근로조건에 대한 균등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의 범위에는 모
집․채용상의 기준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용정책기본법 내지 고
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채용상의 연령차별금지를 강화하는 방
안이다. 이러한 방안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0세 이상의 자를 적용대상
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50세 미만의 자에 대한 모집․채용상의 연령차별을 규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연령차별의 실태를 보면 반드시 중․고령자에 국
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선만으로는 채용상의 연령차별
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차별구
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제도를 두는 것도 법의 성격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 두 법
은 기본적으로 공법의 성격을 가지며, 사인과 사인간의 사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설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법의 영역이
기 때문이다. 다만, 차별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예컨대 형사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부과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제재는 차별행위 자체를 징벌하는 것이지
차별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고찰에 비추어 볼 때 모
집․채용상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새로운
입법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다른 한편, 모집․채용상의 연령차별금지원칙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라
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앞서 고찰하였던 ILO의 국제노동기준, EU의 지침, 미
국의 ADEA,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 등에서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공통적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물론 군인, 경찰 등 특정 직종의 경우 해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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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요구하는 직무의 성격상 일정한 자격제한의 합리성이 채용상의 상한 연령제
한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업자격’에 따른 제한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직무상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제한에 해당하지 않
는 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도 모집․채용(채용시험의 경우 포함)상의 연령제한
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각종 공무원관계 법규에서 설정되고 있
는 채용시험 응시연령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상정할 수 있
다. 직무의 성격상 연령제한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응시연령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시
연령의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예컨대, 채용
시험 외에도 해당 직무분야에 고유한 학력이나 직업경험 등을 공무원 임용자격요
건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근로조건 및 교육․훈련상의 연령차별 금지
근로조건 및 교육․훈련상의 연령차별을 입법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는 해당
영역별로 기본 원칙 내지 차별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
연령 자체는 임금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원칙’(이하 동일임금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은 현
행 남녀고용평등법령상의 판단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근속기간의 차이
를 고려한 연공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임금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연령과는 달리 재직기간은 숙련도 내지 기업공헌도를 나타내
는 합리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명예퇴직이나 정리해
고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우대하는 보상제도는 적극적 조
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대우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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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직무평가제도 내지 직
무급임금체계가 현실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
업에 대해 직무평가제 및 직무급임금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
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를 통해 노사
가 자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직무평가제 및
직무급제도의 설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운영의 경험․평가를
토대로 하여 공공부문으로 확대․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다른 한편, 연령을 이유로 하는 임금차별금지의 관점에서 현행 최저임금법 제5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 법령
의 내용에 의하면 취업기간이 6개월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취업기간이 6개월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8세 이상의 근로
자는 감액이 없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감액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체․정신적 장애가 현저하여 노동능력이 낮은 자, 업무적격성의 테스트를 위한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자, 기술․기능의 습득을 위한 실습과정 중에 있는 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예외 내지 감액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가 있다. 그러나 18세라고 하는 연령 자체가 노동의 질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사용자는 인건
비절감을 위해 채용에서 18세 이상의 자를 배제하거나 18세 미만의 자를 채용하
더라도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파트타임
직종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5항). 최저임금법에서 연소자의
나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나) 인사․승진에서의 평등기회보장
인사 및 승진에 있어서도 평등대우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직무를 배치함에
있어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개인의 적격성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연령(층)의 근로
- 83 -

자를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진의 적격성을 갖추
고 있음에도 연령을 이유로 승진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전에 설정된 승진기준
을 달리 적용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가 입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나이집단간에 승진률에서 현저한 통
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연령집단간에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공식적인 승진선발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특정 나이층에 대
해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에서의 연령차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리해고시 사회적 관점을 고려한 해고기준의 설정 의무화
정리해고의 경우 고령자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해고기준을 마련하도록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
다. 이 경우 연령, 근속기간을 해고기준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법화하
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는 해고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을 곤란케 하는 사회적 특성을 갖는 자의 처지를 반드시 고
려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으로 입법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연령을 이유로
하는 정리해고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가령 사용자가 고령자 내지 장기근속
자의 고임금을 이유로 하여 우선적인 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
한 입법적 대응이 취해지지 않으면 이를 법리상 연령차별로 제한하는 데에는 상
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관점을 고려한 해고기준
의 설정을 사용자의 의무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연령에 기한 괴롭힘의 금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harassment)에 대해서도 연령차별의 한 가지 유형으
로 간주하여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괴롭힘은 나이에 근거한 언동으로 개
인의 존엄성․인격침해하거나 위협적․적대적 또는 굴욕적 작업환경의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상당히 강한 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행하거나 억압적인 고용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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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행위를 연령차별로 규제하여야 합리적인 조직문화와 인간관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마)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차별금지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령차별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업소개기
관에 의한 연령차별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직업훈련기관과 직업소개기관은 능력
개발, 구인정보의 제공 등 고용접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구별, 배제, 제한은 고용에의 접근 가
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가 훈련기관이
나 직업소개기관을 평가․지원할 때에는 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서
비스 제공의 실적과 결과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 고려 없이 기관
을 평가하게 되면 자칫 해당 기관은 채용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을 위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2. 정년제
가. 현황
1) 정년제 실시 사업체의 비율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정년
제를 실시하는 사업체는 76.2%이다. 5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는 50%이고, 사업체
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체의 비율도 높아져 300인 이상 규모
의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96.4%)이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비제조업
(약 74%)에 비하여 제조업(약 79%)의 정년제 실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정년연령은 약 55~57세로 나타났는데, 생산기능인력의 경우 56.4세, 서비스 및 영
업인력의 경우 55.9세, 사무인력의 경우 56.6세, 연구개발․기술인력의 경우 5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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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력의 경우 57.9세이다.146)
한국경총의 2002년 조사147)에 따르면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91.7%로
나타났고, 그 중 중소기업이 85.4%, 대기업은 100%가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그 유형을 보면 일률정년제가 81.4%, 직급정년제가 8.6%, 직종정년제가 5.5%이다.
정년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인사적체의 해소, 포스트부족해결’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의 완화’라고 응답한 기업이 19.1%, ‘중ㆍ고
령 사원의 인생 재설계를 위해서’ 18.4%, ‘과잉인력의 해소’ 13.2%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노동부의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임금 근로자 340만 4660명 가운데 정년까지 채운 뒤 직장을 떠난 근로자
는 12,731명뿐이어서 전체 근로자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48). 즉, 실제
로 정년퇴직을 하는 근로자는 극소수이며, 나머지는 모두 그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는 것이다.
2) 정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하여 대한은퇴자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
정 은퇴연령을 65세로 보고 있으나, 정년까지의 직업보장과 안정에 근거하여 정년
제의 유지에 찬성하는 견해가 59%, 일할 기회의 제한이라는 이유에서 정년제의
폐지에 찬성하는 견해가 41%로 조사된 바 있다. OECD는 우리의 정년제도가 비
교적 강한 고용보호법제하에서 현실적으로 연령에 의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제
도로 해석하고 있다.149)
146) 장지연(2003), 앞의 글, 56면.
147) 2002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가지 전국의 종업원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가운
데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산업 중 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464
개 기업의 정년 현황 조사. 이정원, ｢고용상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법학석사학
위논문, 2004, 75면.
148)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141면.
149) OECD, Older but wiser : achieving better labour market prospects for older workers in
Kore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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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정년제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서는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로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함), 정
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60
세, 6급 이하는 57세(단, 공안직 8급 및 9급은 54세)이다.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
반직 공무원의 경우 연구관ㆍ지도관는 60세, 연구사ㆍ지도사는 57세, 기타 특수기
술직렬은 57세 내지 60세이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은 59
세, 기타 직렬은 50세 내지 57세이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헌법
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정보원조직법, 군인사법 등에서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정부정책
1) 실시
가)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년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년퇴
직의 연령에 대한 특별한 규율이나 제한은 없고, 관행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
약 등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정년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
면 그 능력이나 의사에 무관계하게 근로관계를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종료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종신고용제 아래 연공임금을 전제로 하는 노무관리에서 고
임금․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150)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그 법적성질로 보면 ‘정년해고제’가 아닌 ‘정년퇴직제’로서
이는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가 정년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
150) 이병태, 『신노동법』, (주)중앙경제, 2002, 6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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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151)
과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특약이라고 하는 입장152)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
나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고,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153) 한편, 채택하고 있는 정년제의 형태를 보면 일률정년제와 직종 및 직급의
차등정년제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직책 또는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제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제의
적법성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4) 다만,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
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
어 무효라고 본 사례,155)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
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남녀차별금지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156)
반면에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151) 김유성,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 문제｣, 『법학』, 제90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82면 ; 김형배, 앞의 책, 467면.
152) 임종률, 앞의 책, 512면 ; 이병태, 앞의 책, 600면.
153) 정년퇴직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정년에 따른 퇴직인사명령은 당사자가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형
성적 행위(‘해고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2.27, 91누9244 판결)
고 판시하였고, 노동위원회의 견해(중노위 2001.02.02, 2000부해314 판정 참조)도 같은 입장
이다.
154) 차등정년제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정년제 자체의
합법성과는 별도로 그 차별요소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합리성 판단에 있어 상
대적으로 법원의 재량여지가 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
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
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
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이나 공
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155)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15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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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
례도 있다.157)
헌법재판소는 법관 정년제의 합리성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인정하고 있다. 즉,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임무를 제대
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사업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사
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관 스스로가 본인의 능력
을 판단하여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는 사법제도의 유지와 조직의 활성화 및 직무
능률의 유지향상이 어렵고, 노령에 다른 개개인의 업무감당능력을 객관적으로 측
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158)
나)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06849호)은 고령(55세 이상) 또는 준고령(50~54세)을
이유로 하는 해고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의미에서 정년은 해
고와 다르다.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적 종료사유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근로관계의 종료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제를 위법한 것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
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시행령상 상시 300인 이
상 근로자 사용 사업주에 한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제20조 제1항).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60세 이상 정년연장 노력규정은 정책적 실효성이 미약한 권고수준의 규정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
력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제21조).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로 정년퇴직자
의 재고용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
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
15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158)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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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의 2).
2) 계획
노동부의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그 정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본
다. 다만, 직무의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을 정하는 것
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안)의 내용은 일정 연령 미만의 정년 설정을 연령차별로 간주하
되, 직무의 특성상(근로자의 안전, 보건 등)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연령을 상회
하는 정년의 설정은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열고 있다. 이는 정년제가 우
리의 기업에 보편화되어 있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자 국민연금
의 수급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시에 정년제를 전
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다. 전문가 제안

정년제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① 기업 고용인원의 한계성, ②
청년근로자의 채용을 통한 종업원 연령구성상의 균형 유지의 필요성, ③ 고령자
개인별 평가에 따른 선별적 퇴직보다는 정년제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노사
쌍방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159) 반면에 정년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연령
에 의한 고용차별로 헌법상의 평등조항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조항 및 민법
상의 공서양서조항에 대한 위반된다는 점, ② 기존에 논의된 정년제는 인건비절
159) 임종률, 앞의 책, 512면 참조. 동 저자는 정년제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한 노사 쌍방의
인식에 대하여 “고령자를 개개인의 능력․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선별하여 퇴직시키는 것
보다는 일정한 연령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정년제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이 노사 쌍방의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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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신진대사 활성화 등 그 합리성이 주로 기업 측의 입장에서만 논의되어 왔다는
점, ③ 근로자는 정년에 관계없이 해고사유의 유무에 따라서만 해고될 수 있으므
로, 정년제가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유익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논리일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160)
한편, 우리나라에서 정년제의 생성 배경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잘 발견되지 않
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기고용시스템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토대로 형성되
어 왔다고 추측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이러한 전제 하에 용이하게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평생직장의 관념이 없어지고 연봉제를 통해 성과급제가
급속히 확산되는 금일의 시점에서는 정년제의 합법성이 근원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61) 더 나아가 이 견해는 정년제의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책적 견지에서 정년으로 인한 노동기회의 상실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년과 연금수급권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사회적 정년’으로
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애근로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는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높이고 수급개시연령까지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 전체적인 활력을 유지하고 연금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162)
다른 한편, 기업들이 이미 조기퇴직 및 정리해고를 통해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방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은 그 실효
성이 의문시된다는 견해도 있다. 정년의 법적인 연장이 이론적으로는 조기퇴직에
따른 보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이 기업에게 얼마나 현실적
으로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구속력이 있다고
해도 각 기업 및 직종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도입되는 정
년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한다.163)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정년
160) 김유성, 앞의 글, 79면 참조.
161) 이철수,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노동법연구』, 제15호, 서울대학교 노동
법연구회, 2003, 116면.
162) 이철수, 위의 글, 117면 참조.
163) 신동균,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 문헌 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
책(Ⅱ)』, 한국노동연구원, 2003,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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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와 정년제의 폐지와 같은 단선적인 법제만으
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보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화 대비 노동정
책 중장기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기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40대 명예퇴직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입법조치
를 통하여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령차별금지법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제 구축,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
산, 보편적이고 중층화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64)
라.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1) 국제노동기구
ILO의 고령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1980년)에서는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준비
와 그에 따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 근로자의 자율적․자발적 퇴직의 원칙
은퇴(retirement)와 관련하여 제162호 권고는 노동생활에서 퇴직으로의 점진적인
이전을 가능케 하는 체계 내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특히
특정 연령에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은 제3조(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의 원칙)와 제21조(자발적 퇴직의 원칙 등)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제22조). 즉, 제162호 권고는 모든 종류의 정년제를 동 권고에
반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164) 조준모,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Ⅱ)』, 한국노동연구원, 2003, 12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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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이고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케 하는 정년제는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
적 퇴직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소득상실․감소로부터의 보호 등
제162호 권고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에 고
령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 내지 상실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단시간근로(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고령근로자에게 발생
하는 소득감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제23조). 다
음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1년 이상의 장
기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의 부여이다(제24
조). 그리고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였던 고령근로자, 노동부적격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령자 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등 다른 연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부여할 것이 요구된다(제25조).
다른 한편, 제162호 권고는 노동능력이 있는 고령근로자가 연금수급연령을 늦추
어 추가적 노동 및 기여금 납부를 통해 보다 고액의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노령
연금의 청구를 그 수급연령 이후로 연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9조).
다) 퇴직준비계획의 기간 부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제162호 권고는 고령근로자가 은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상황에 적
응할 수 있도록 은퇴 이전에 퇴직준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의 활용을 권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특히 퇴직준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① 수령 가능한 노령연금 등 수
입과 연금수급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이익, ② 시간제 근로 및 자영업 등 직업활
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 ③ 고령화의 방지를 위한 조치(의료진단, 체력
단련, 식이요법 등), ④ 여가활용의 방법, ⑤ 성인교육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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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제정 당시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40~65세의 자로 한정하였다. 1978년 개정에서 연령상한선이 70세로 상향되었고,
1986년 개정에서 70세 연령상한성이 폐지되어, 결과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
고 강제퇴직제도는 완전히 금지되기에 이르렀다.165) 당시 의회는 특정 연령에서의
강제퇴직은 사회보장시스템을 저해하는 것이며, 고기술․기능을 갖고 있는 근로자
들을 노동시장에 붙잡아 두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승인하였던
것이다.166) 그리고 강제퇴직을 금지하는 1986년 개정법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령자의 고용을 강조하는 것에서 4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쪽으
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67)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ADEA상 강제퇴직의 허용된다. 우선, 주정부 경찰
및 소방관 강제퇴직의 경우이다. 1996년 ADEA 개정법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경찰․소방관에 대하여 55세 이상의 강제퇴직을 가능케 하는 주법(州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주법(州法)에 의한 55세 이상의 강제퇴직은 ADEA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23조 ⒤ 참조). 이러한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이유는 경찰과 소방관 직종의 경우 고령화와 업무수행 부
적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강하기 때문이다.168) 다음으로, 민간기업의 경영간부 및
고위정책입안자의 강제퇴직의 경우이다. 65세 이상의 자로서 퇴직 직전 2년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영간부직(a bona fide executive)이나 고위정책입안직(a high
policy making position)에 고용되어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연간 4만 4천 달러 이
상의 퇴직연금(retirement benefit)을 즉시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
러한 자의 강제퇴직이 허용된다(제631조 ⒞). 차별구제기관인 고용기회평등위원회
165) David Neumark, op. cit., p.4.
166) Raymond F. Gregory, op. cit., p.20.
167) Raymond F. Gregory, op. cit., p.21.
168) Michael Evan Gold, op. cit.,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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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C)의 규칙(regulations)에 의하면, 경영간부는 본사 주요부서의 장과 같이 “상
당수의 근로자 및 대량의 비즈니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소수의
고위직 근로자(a very few top level employees)”를 의미하고, 고위의 정책결정자
는 “기업정책의 개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효과적으
로 조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와 책임을 갖는 몇몇의 고위직 근로자”를 의미한
다.169) 이러한 EEOC의 견해는 판례에 의해서도 승인되고 있다.170)
3) 독일

독일 사회법전은 통상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65세를 근로자의 정년으로 보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65세 정년
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171)과는 달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고 있는 법률규
정은 없기 때문에 이는 개별근로계약 혹은 경영협정,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172) 이 때 정해진 정년의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근로자의 경제적 보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 판례는 초기에
65세 이후 충분한 노령생활을 뒷받침할 경제적인 사업장 단위의 노령연금이 갖추
어져 있을 경우에는 65세 정년규정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정년규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연
금수급권이 없는 근로자를 별도의 경제적 보장 없이 65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
게 하는 것은 해고제한법의 객관적인 기능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판
례는 65세라는 연령이 근로계약상의 능력 저하를 추단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
169)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99.
170) Ibid.
171) 공무원에 관한 연방법률은 65세 정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예컨대, 군인의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63세~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다. 경찰과 교도관
의 경우는 60세,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경우 68세이다. 이상의 내용은 Division des Etudes
de législation comparée, L'âge de la retraite dans la fonction publique nationale, Sénat
de France, 2001, pp.5-6.
172) 박종희, ｢독일에 있어서 정년제와 고령자고용｣,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12-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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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근로자 개인 사정에 판단의 중심을 두는 일신상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령에 따른 능력저하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이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173) 한편. 경제적 보장과 정
년제를 연계시켜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최근 논의되고 있
는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이 현재 65세라는 일반적인 정년연령의 적법성 판단에
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174)
4) 프랑스
대다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관계법령에서 65세 정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175)과 달리 민간부문의 경우 노동법전(Code du travail) L.122-14-12조 제2항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의 자동적 종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
서도 사용자에게는 그 일방적 의사로 완전노령연금(pension de vieilless à taux
plein) 수급권을 갖는 근로자를 강제로 퇴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다는 점
에서 정년제가 존재하고, 이를 강제적 은퇴조치(mise à la retraite)라 칭하고 있다.
프랑스의 강제적 은퇴제도는 고용종료와 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그리고 강제적 은퇴조치는 사직, 해고, 합의해지 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근
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강제적 은퇴제도는 1987년 성립한 법률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특정 연령에서 근로계약의 자동적 종료를 예정하는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제가 판례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1987년 법률은 이
를 금지하게 된다.
우선, 1987년 법률 성립 이전의 정년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은퇴는 사직에 해당하였고,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
은퇴는 해고에 해당하였다.176) 그렇지만 단체협약이 특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173) 박종희, 위의 글, 17-18면 참조.
174) 박종희, 위의 글, 31면
175) 위험직종이나 고된 직종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60세를 정년으로 한다. Division des
Etudes de législation comparée(2001), op. cit., p.1.
176) Jean Pélissier, Alain Supiot et Antoine Jeammaud, Droit du travail, 20e éd., Dal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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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약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권한 행사로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그 정당성(진실하고도 중대한 이유)
여부에 관한 판단은 불필요하며,177)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절차(예,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178) 일부 단체협약에서는 일정 연령
에 도달한 때에 근로계약의 자동적 종료를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판례는 이러한 자동퇴직조항(clauses-guillotine 또는 clauses-couperet)179)의 유효성
을 인정하였다. 즉, “어떤 법규정도 노사 협약당사자가 약정한 은퇴연령에 도달할
때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에 근거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상의 자동퇴직조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180) 이러
한 자동퇴직조항은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가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이익(해고예고,
해고수당 등)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였다.181) 또한
자동퇴직조항은 유기(有期) 근로계약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율을 위반하여
무기(無期) 근로계약을 유기(有期)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
판, 나아가 연령을 이유로 하는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82)
1987년 7월 30일 법률(제87-588호)은 자동퇴직제를 금지하면서, 은퇴(자발적 은
퇴 및 강제적 은퇴조치)라고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 종료방식을 도입하였다. 동 법
률의 목적은 단체협약상의 자동퇴직조항의 이름으로 강제되는 근로자의 퇴출(특
히, 60세 퇴직)을 금지하고,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령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강제 퇴출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
다.183) 한편, 1987년 법률이 도입한 강제적 은퇴제도에 대하여 레이(Ray)교수는
“해고의 색깔과 맛을 갖고 있지만 해고가 아닌 이상한 근로계약 종료방식”184)이
2000, p.429.
177) Cass. soc., 25 avril 1985, Bull. civ., V., n°260, p.187.
178) Gérard Couturier, Droit du travail 1, 3e éd., PUF, 1996, p.331.
179) clauses-guillotine를 직역하면 ‘단두대조항’이고, clauses-couperet는 ‘단두대칼조항’이다.
180) Cass. soc., 24 avril 1986, Droit social, 1986, p.460.
181) Jean Rivero et Jean Savatier, Droit du travail, 13e éd., PUF, 1993, p.460.
182) Gérard Couturier, op. cit., pp.331-332 참조.
183) Jean-Emmanuel Ray, Droit du travail - droit vivant, 7e éd., Liaisons, 1998,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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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가하고 있다. 1987년 법률에 의해 신설된 노동법전 L.122-14-12조 제1항은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은퇴에 관한 내용은 법규정에 반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동조 제2항은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하여 또는 근로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실을 이유로 하여 근로
계약의 자동적 종료를 예정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규정은 무효이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85) 법에 의한 자동퇴직제의 금지는 은퇴연령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은퇴시기를 단계화하거나 뒤로 늦춤으로써
노령연금 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186) 노동법전 L.122-14-12조는 근
로계약의 자동적 종료를 예정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약정을 금지하는 것일 뿐, 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일정 연령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사
용자에게 부여하는 약정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강제적 은퇴조치가 허
용되는 것이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퇴직조항의 무효에 대하여 과거에 판례는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187)라고 보았지만, 판례
변경188)을 통해 현재는 근로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로 보고 있다. 즉,
사용자는 자동퇴직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조항이 정하고 있는 퇴직연령 이
전에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없다. 한편, 특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경우
판례는 노동법전상의 자동퇴직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189)
사용자의 강제적 은퇴조치가 유효하려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노동법
전 L.122-14-13조 제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권
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일반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일반제도를
184) Jean-Emmanuel Ray, op. cit., p.258.
185) 프랑스에서 취업규칙(règlement intérieur)은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그 작성이 의무적이지만(노동법전 L.122-33조 제1항), 그 내용은 징계 및 안전․위생
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된다(노동법전 L.122-34조). 따라서 징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
약의 자동적 종료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186) Gérard Couturier, op. cit., p.334.
187) Cass. soc., 15 mars 1995,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4/1995, n°370.
188) Cass. plén., 6 novembre 1998,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12/1998, n°1475.
189) Cass. soc., 22 février 200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4/2000, n°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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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함)에서190)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은 ① 60세 이상으로 법령이 정하는 일
정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근로자, 또는 ② 65세 이상의 근로자(사회보장법전
R.351-27조)에게 인정된다(사회보장법전 L.351-1조 제1항). 이 경우 완전노령연금은
연금지급률이 최고치(=50%)인 경우를 말한다(사회보장법전 R.351-27조).191) 완전노
령연금 수급개시의 최소 연령이 60세(사회보장법전 R.351-2조)이기 때문에 60세 이
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강제적 은퇴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60세의 근로자라
고 할지라도 사회보장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입기간(R.351-45조, 2003년 현재 40
년)192)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 은퇴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노동부적격자로 인정된 자(사회보장
법전 L.351-7조, R.351-21조) 및 기타 사회보장법령이 정하는 자(예컨대, 과거 레지
스탕스활동으로 추방되었거나 수용되었던 자, 과거 전쟁참가 군인․포로 등)의 경
우에는 가입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60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한편, 65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더라도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사회보장법전 R.351-27조).193) 둘째, 단체
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60세를 초과하는 은퇴연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
자가 그러한 약정 은퇴연령에 도달하여야 한다. 비록 근로자가 완전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 은퇴고령에 이르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강제
적 은퇴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194) 역으로 약정 은퇴연령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
190)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정 기초사회보장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보충사회보장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노령, 질병, 출산, 장애, 사망, 가족부양, 산업재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기초사회보장제도는 다시 일반제도(주로 민간부분 근로자 대상), 특별제도(주로 공무원, 광
부, 선원, 기타 공기업체 종사자 대상), 자영상공인제도, 농업종사자제도가 있다. 프랑스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ean-Jacques Dupeyroux,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13e éd., Dalloz, 1998 ; 박찬용, 『프랑스의 근로자 복지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7을 참고하기 바람.
191) 노령연금액(P)=S(산정기초임금)×T(연금지급률)×D(가입기간)/160분기
192) 1994년 가입기간 151분기(37년 3개월)를 기준으로 매년 1분기(4개월)씩 점진적으로 연장
되어 오다가 2003년 이후는 160분기(40년)로 정해져 있다.
193)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액이 지급된다. 2003년 현재 법정
가입기간은 40년(160분기)이고, 예를 들어 30년(120분기) 가입한 근로자는 완전노령연금액
의 120/160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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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 은퇴조치가 허용되
지 않는다. 단체협약 당사자는 해당 산업․직업부문의 경제적 상황과 연령구조(피
라미드)를 고려하여 은퇴연령(많은 경우 65세)을 설정할 수 있다.195) 상위 수준에
서 체결된 단체협약(예컨대, 산별협약)이 정하고 있는 은퇴연령을 기업별협약으로
단축시킬 수는 없지만,196) 상위협약이 정한 은퇴연령을 기업별협약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기업별협약은 새로운 내용이나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항들
을 포함할 수 있지만, 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 상위협약 보다 근로자들에게 불
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노동법전 L.132-23조 제1항 참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강제적 은퇴는 그 자체가 근로
계약의 정당한 종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소송상 이를 다툴 수 없다.
반면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제적 은퇴조치를 취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해고로 간주된다(노동법전 L.122-14-13조 제3항). 근로자
의 연령 그 자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기 때문에,197) 사용자가 연령 이외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정당성(진실하고 중대한 이유) 없는 해고에 따른
책임198)을 부담하여야 한다.
194) Cass. soc., 7 avril 1994,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5/1994, n°541.
195) Jean-Emmanuel Ray, op. cit., p.258.
196) Cass. soc., 18 janvier 1995,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3/1995, n°227.
197) Cass. soc., 25 mars 1992, Droit social, 1992, p.431.
198) 실체위반의 해고, 즉 ‘진실하고도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구제로 노동법전
L.122-14-4조 제1항은 복직 또는 금전배상, 실업보험기관에 대한 사용자의 실업수당상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복직은 노사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임의
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이 인정될 뿐이다.
실업수당상환은 금전배상 이외에 부가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자에 대한 특별제재이다. 사용
자의 금전배상은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법정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와 민
법상의 원칙에 따라 일반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처럼 배상책임
을 법정배상과 일반손해배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일정한
재직기간을 갖는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려는데 있다. 첫째, 사용자의
법정배상책임은 통상적으로 1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
한 근로자의 해고에 인정된다(노동법전 L.122-14-5조 제1항). 배상의 최저한도액은 해고
이전 6개월 임금 상당액이다(노동법전 L.122-14-4조 제1항).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
로계약 종료일 이전 6개월간의 총임금액(즉, 사회보장갹출금 공제 이전의 임금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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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일본의 정년제는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 되면 강제적으로 퇴직
하게 하는 강제정년제로서, 우리나라의 정년제도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
다. 이것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기업 인사체계에 있어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제는 연공에 의한 승진ㆍ승급질서를 유지하면서 임금비
용을 일정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199)
정년제도의 합리성을 최초로 인정한 일본의 秋北버스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정년제는 일반적으로 노령근로자에 있어서는 당해 업종 또는 직종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적격성이 체감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오히려 체증하는 까닭에 인사의 쇄
신, 경영의 개선 등 기업조직 및 운영의 적정화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어서 일반
적으로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본건 취업규칙에 관해서도 새로이
설정된 55세라는 정년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또한 피상고회사의 일
반직종근로자의 정년이 50세로 정해져 있는 것과 비교 형량하여 보아도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200)고 판시함으로써 정년제를 사회에 정착시키는 계
기를 제공하였다.
1986년 4월 ‘중고연령자등고용촉진특별조치법’이 ‘고연령자등의고용안정등에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60세 정년 노력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다. 근로자의 실손해에 관계없이 배상액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법정배상은 사용
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이중의 성질을 갖는다. 즉, 근로자가 해고된 후 즉시 재취업하여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
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임금 상당액의 배상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민사벌(pénalité civile)의 성질을 가지며, 다른 한편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의 손해가 큰 경우에 배상액은 법정 최저한도액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다. 이상의 내용은 조용만, ｢프랑스의 정리해
고법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98, 130-132면.
199) 노상헌, ｢일본의 고령사회와 정년법제｣,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과제』, 한국법제
연구원, 2003. 66면.
200) 秋北バス事件ㆍ最高裁大判昭和43 1968.12.25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년제는 주요쟁점이 아
니었기 때문에 판결의 논지가 상식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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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94년 연금법개정으로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98년에 60세 정년 노력의무조항은 강제력을 가진 법률규
정이 되어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의 합의를
무효로 하였다.201) 한편, 2003년 1월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 중, 6.9%가 의무
퇴직연령을 65세로 하고 있었고, 7.8%는 의무퇴직연령을 정하지 않았으며 71.8%의
기업들이 퇴직 후 최소한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8%의 기업
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
마. 정책 대안

1)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제의 금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원
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생물학적 연령은 특정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지표가 아니므로 연령에 근거한 강제퇴
직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연공서열 임금제도가 정년
제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로 해석할 근거가 되는지 문제된다. 연공(근속
년수)에 따른 임금상승이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능력)을 초과하여 무한정 계속되
는 것은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합리성을 갖기 때문에 일정 연령에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직종에 따라서는 직무의 성격상 정년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같은 나이의 근로자간에도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년
201) 당시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85%에 이르고 나머지 기업도 곧 정년연장계
획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개정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상의 내
용은 노상헌, 앞의 글, 68면.
202) Iwata, Katsuhiko,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 일본 사례”,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
책 : 각국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외 3개 기관 주최 토론회 발표문, 2003.10.24, 88-89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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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몇 세를 정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입증 내지 평가도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근로자의 능력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설정된 일정 나이의 정년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또한 근로자의 노화에 따른 능력쇠퇴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
용자는 업무수행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하여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위
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기업정년제는 원칙적
으로 연령차별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제되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도 언젠가는 노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은퇴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은퇴연령을 정년과 연계시키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노후의 생활보장을 가능케 하는 연금제도 하에서 노령연금의 수급연
령과 정년을 연계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정책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연령의 도달과 근로자의 퇴직(은퇴)을 결합하
는 일체의 방식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년의
설정방식과 내용에 따라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ILO 제162호 권고가 제시하고 있는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적 퇴직의 원
칙이 참고할만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업생활에서 은퇴로 이
어지는 징검다리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연령차별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퇴직시점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이 60세 정년을 장려하고 있듯이 일정기간 동안에는 자발적인
정년연장을 장려하되, 일정 시점에서 60세 미만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연
령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고, 그 후에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
되는 것203)과 연계하여 연령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연령상한선을 높여나가는 방
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정년제를 연령차별의 한 가지로 유형으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제1단계에서는 기
업 자발적 정년연장 장려와 인센티브정책을 강화하고, 2단계에서는 일정 연령 이
203)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2013년 이전까지는 60세, 2013-2017년에는 61세,
2018-2022년에는 62세, 2023-2027년에는 63세, 2028-2032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
로 예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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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정년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구제절차 마련하며, 3단계에서는 연금법상
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상향(65세)과 연계한 정년제금지 연령의 상향조정이 필요
하다. 다만, 직무성격상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 설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취지 자체가
연령증가에 따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퇴화가 사람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예외의 인정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정년까지의 고용보장, 업
무의 특수성(예,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등에 비추어 법령에 의한 직무별 정년제
및 계급별 정년제의 합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
원 정년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2) 근로자 주도적 능력개발 활성화 위한 유급교육훈련휴가제의 신설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과 경제구조의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끊임없
는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불필요한 노동력을 정리하고
노동시장에서 보다 양질의 새로운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결국 근로자는 본인의 책임과 노
력으로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고용의 기회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
에 처해 있다. 국가는 이러한 근로자의 상황을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업훈련
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폭넓고 균등한 기회를 근로자들에게 보장하여 한다. 궁극
적으로는 근로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즉, 유급교육훈
련휴가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보다 나은 고용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 나아
가 그 폐지도 뒷받침될 수 있다.
유급훈련휴가제가 근로자 주도적인 훈련참여의 수단으로 확립될 수 있으려면
‘훈련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훈련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개별 근로자에게 보장하
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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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훈련이지 근로자 주도의 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지원제도｣는 유급휴가의 방식을 채택하였을
뿐, 그 본질은 사용자 주도의 훈련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즉, 훈련내용 및 훈련참
여대상자에 대한 선택․결정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되고 있고, 단지 사용자가 근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에 참여시킨다는 이유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 주도적인 교육․훈련참여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설정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의 수강장려금지원제도와 근로자학자금대부제도의 경우에는 교
육․훈련참여를 위한 유급의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204) 결국 우
리의 경우 근로자 주도적인 훈련참여를 가능케 하는 유급훈련휴가제도가 아직까
지는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훈련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훈련참여에
대한 결정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급교육훈련휴가를 통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
한 재정적 지원은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연은퇴의 촉진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
노령연금과 연계하여 정년제를 규제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에도 연금수급연령
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
자간에도 상당한 차이(예컨대, 교육수준, 가정에서의 책임, 경력과 능력, 건강상태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퇴시기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근로자가 같은 연령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 보다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원하는 자도
204) 현행 수강장려금지원제도는 그 대상 근로자를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인 자로 한정
하여 수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일반화하고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훈련기간동안 일정 임금과 기타 훈련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학자금대부제도는 현재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근로자의 수업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정 정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교육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뿐
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적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全日制 또는 시간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향으
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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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수급연령을 넘어서라도 계속적으로 노동하면서 연금기여
금을 납부하고 보다 유리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갖는 고령자가 자신의 나이에 관계없
이 생산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바
람직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직무의 특성상 일반적인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인
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비해 정년과 연금수급을 연계하는 제도설계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205) 그렇지 않으면 정년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사이에 무소득의 공백기
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무소득의 공백을 퇴직금제도가 일정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만, 구체적인 연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
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적극적 조치
가. 현황
적극적 조치는 역사적․사회적으로 차별대상이 되었던 약자그룹의 실질적 평등
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의미한다. 외국에서는 여성, 장애인, 흑인 등을 대
상으로 현존하는 불평등의 시정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특히 고령자의 고용 불평등이 문제된다. 현행법에서는 후술하
는 바와 같이 고령자기준고용률제도를 두고 있다.
2002년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률은 평균 3.7%이다. 그러나 업종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더구나 특정 업종에 고령자 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항상적으
로 기준고용률(2003. 7. 법령 개정 이전 3%)에 미달하고 있다. 300인 이상 업체
205)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도 특수직종근로자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0세가 아니라 55세
로 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갱내작업종사자, 어로작업종사자로 지극히 좁게 한정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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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개소 가운데 기준고용률 미달업체는 952개소로 63.4%이다. 반면에 고령자를
선호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기준고
용률을 크게 초과하여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는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황이다.
<표 4>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
평균 제조업 건설업
3.70

1.58

전기가스

5.36

수도업
2.76

도․소매 운수업
0.94

(단위 : %)
금융․보

8.01

험
1.08

통신업
0.83

부동산․

기타

임대업
8.39

서비스
8.19

* 2002년 노동부의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고용실태조사

나. 정부정책
1) 실시
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적합 직종개발 등 국가의 책무
를 규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도 정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고령자ㆍ
장애인, 장기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노동시장의 통
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고
용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작업환경 및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ㆍ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07 -

나)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로 기준고용률제도와 우선
직종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기준고용률제도는 일정한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 고령자(55세 이상)를 고용
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제도이다.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4조).
고령자 고용에 노력할 것을 요구할 뿐이지 법적 의무로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
니다. 기준고용률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
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말하며,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 기준고용률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① 제조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상
시 근로자수의 2% ②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6%, ③ 기타 산업의 경우
3%이다(시행령 제3조). 과거에는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3%를 기준고용률로 정하였으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2003. 7. 10 시행령 개정). 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
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
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획이 적절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다(제13조). 다른 한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있게 되고, 노동부장관은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4
조). 2002년 12월 30일 법개정으로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우선직종고용제도는 공공부문에서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54
세)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우선고용직종)을 선정․고시하여 해당 직종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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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
항).206)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
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
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2002년 12월 30일 법개정으로 우선
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 대상기관이 정부출자․위탁기관에까지 확대되었다. 시
행령에 의하면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
우, 퇴직 또는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우선고용직종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노력의무
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제16조 제2항).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 상시 고용하

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제1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제18조).
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제도가 있다. 동 제도는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게 기준초과 1인당 매분기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자신규고용
장려금제도이다. 이는 구직등록(실직) 3개월이 경과한 고령자를 신규고용한 사업
206) 준․고령자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① 실제 취업알선기관에서 고령자 구인․
구직, 취업이 많은 직종, ②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육체적 활동가능성, 환경조건, 위험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직종, ③ 취업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
문가회의결과 선정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공공무문의 경우 현재 70개 직종이 선
정․고시되고 있다(노동부고시 제2003-7호). 이상의 내용은 노동부, ｢준․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정책자료)｣, 2003.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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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일정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끝으로 고령재고용장려금제도이
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45-59세)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일정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계획
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제도와 고용평등계획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우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와 관련하여 동 법률안에 의하면, 정부는 사용자
에 대하여 현존하는 차별해소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의 개선을 위한 조치, 고용평등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의 차별시정을 위한 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고, 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률안 제30조).
다음으로, 고용평등계획제도는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조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그 밖의 기업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7)
또한 고용평등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그 외에 고용평
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평등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법률안 제31조 제1항). 그
리고 고용평등계획에는 근로자의 유형․직종․직급별 고용현황과 차별관행 및 제
도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법률안 제31조 제2항).
고용평등계획을 수립․제출한 사업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법률안 제32조 제1항). 노동부장관은 고용
평등계획의 이행실적이 제출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조사하고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법률안 제32조 제2항, 제3항). 고용평등우수기업에
207) 노동부(고용평등국), 앞의 자료,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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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정부계약
입찰시 가산점 부여, 그 밖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법률안 제34조).
다. 전문가 제안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을 강제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불이행시 부담금 납부)
와 달리 고령자기준고용률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권고제도이다. 기준고
용률을 미달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행정지도(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제출 요
구)와 고용관련 서비스 제공의 중단 외에 기준고용률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권고적 성격의 기준고용률제도를 강제적
성격을 갖는 의무고용제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208) 과거에 기준고용률 3%를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정책은 이미 고령자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나 고령자 3%에 현저히 미달되는 산
업 양쪽에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209)
이러한 문제의 시정을 위해 최근 산업의 종류에 따른 기준고용률의 차등적용제도
로 전환되었지만, 기준고용률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 보완되지는 못
하였다.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지만, 이는 잘못
하면 고령자 고용을 선호하는 일부 업종․산업에 대해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역기능을 낳을 수도 있다. 고령자우선직종고용제도는 의무고용의 성격을 띠고 있
으나, 공공부문에 국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고령자고용
208)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법재판
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즉, “장애인은 그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
아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
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ㆍ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
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헌법 제119조 제1항)하고
개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천명(헌법 제10조 전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
러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창출은 국가 이
외에도 일반 사기업이 담당하므로,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사기업에 대해서도 상당
한 정도 내에서의 의무의 부과는 불가피한 것이다.”
209) 장지연(2002), 앞의 책, 1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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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직종의 대부분은 주변적인 일거리라는 비판이 있다.21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사중손실(제도가 없었더라도 취업 가능한 자에 대한 지
원에 따른 손실)과 청년층 구축효과(청년층의 고용을 고령층의 고용으로 대체하는
효과)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얻게 되는 안정된 고용기회나 소득창출효과라는 면에서 정책의 효과성
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제도의 사
중손실이 크고, 실제로는 특정 업종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업종
간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211)
라.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1) 국제노동기구 및 유럽연합
ILO의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제111호 협약(1958년)은 적극적 조
치를 차별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별, 연령, 장애, 가족부양책임 또는 사
회․문화적 지위 등의 이유로 특별한 보호 내지 지원이 요구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정한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조 제2항).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
로는 제도화되고 관행화된 차별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고용․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제2000-78호 지침(2000년)에서도 적극
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상으로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기 위
한 목적으로(with a view to ensuring full equality in practice) 국가(회원국)가 제
2000-78호 지침상의 차별사유와 연관된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것은 평등대우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제7조 제1항).
동 지침에 따르면 국가가 불평등의 상황을 예방하고 시정하는데 필수적인 입법적
210) 박경숙, ｢연령주의 사회와 법｣,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
구단 공익인권선터 주관 학술회의 자료집, 2004. 6, 65면.
211) 장지연(2002), 위의 책,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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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법원의 판례에서 나
타나고 있듯이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평등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
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212)을 동 지침의 제안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또
한 해당 제안서에서는 청년의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고용에서 은퇴
로의 유연한 이전(flexible transition)을 위한 조치 등이 적극적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13)
2) 주요 외국
미국의 경우 존슨 대통령 행정명령 11246호에 의해 평등촉진을 위한 계약준제
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정부와 계약을 맺는 모든 기관과 기업으로 하여금
위의 행정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차별금지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준수케
하는 것이다.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평등관련 조항을 계약자나 하청계약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전부 내지 일부가 취소, 해지, 보류될 수 있다.214)
캐나다인권법은 동법이 금지하는 차별사유와 관련한 불이익을 예방,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 계획 내지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차
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그리고 캐나다인권위원회
는 위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바람직한 목적에 관한 일반적 권고, 적극적 조치의
시행과 관련한 조언과 지원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제16조 제2항).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에서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이러한
212)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부문에서의 임용 및 승진에서
여성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독일법에 대하여 유럽공동체법원은
1995년 판결(Kalanke사건)에서 1976년 ‘고용기회․직업훈련․승진 및 근로조건에서의 남녀
동일대우원칙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적극적 조치 즉, 차별시정조치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ase 450/93, Kalanke v.
Freie Hansestadt Bremen[1995] ECR I-3051). 이상의 내용은 Paul Craig and Gráinne de
búrca, EU law : text, cases, and material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845 참조.
21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1.
214) 이주희 외,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 도입방안』, 노동부, 2003, 14-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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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차별효과를 완화 내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룹을 위한 국가의 훈련(또는 작업경험) 제공은 그러한 제공이 없는 경우 불이익
그룹이 유사한 훈련(또는 작업경험)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국가가 확인하는 경
우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마. 정책 대안

권고적 성격의 고령자기준고용률제도와 공공부문에 한정된 준․고령자우선직종
고용제도를 통한 고용촉진정책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적극적 조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적극적 조치제도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내
용도 연령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차별의 예방과 시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
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노동조
합 또는 노사협의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수립․시행
과 관련하여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제시하고, 지도․권고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적극적 조치계획의 내
용을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로 결정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자칫 내용의 부실을 초
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명목상의 계획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적극적 조치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제를 확립하여 실적에 따른 포
상과 제재를 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계획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관련 자료
내지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계획준수 여부 및 목표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계획상의 목표에 미달하는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이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적극적 조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공공부문(공공기관, 공기업 등), 정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우선적 적용대상으로 삼
되, 차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 적
용대상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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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4. 차별의 구제 및 제재
가. 현황
고용상 연령차별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직접적으
로 제기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노동관계법률에서 연
령차별을 금지․구제하는 근거규정의 불비(不備)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
다. 200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총 3,815건) 가운데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358건이었다.
그 중에서 나이를 이유로 하는 진정사건은 21건으로 5.9%를 차지하였다. 전년도 4
건(2.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18
가지 차별사유 가운데 ‘사회적 신분’ 진정사건 36건(10%), ‘성별’ 진정사건 34건
(9.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15) 다만, 여기서 연령차별 진정사건
의 수는 고용 이외의 영역(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 교육시설 등의 이용)을
모두 포괄한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교원 모집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
교원을 모집을 함에 있어 일정 연령을 초과한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그 이유로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대학에 부여된 자율권
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왜 일정 연령의 자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대
학의 연구기능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요건인지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본 건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수능력이 나이와 밀
215) 이상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2003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4, 90면 참조. 연
간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18가지 차별사유 이외에 국가기관․지
자체 등에 의한 평등권침해 127건(35.4%), 학력․학벌 27건(7.5%), 기타 32건(8.9%)을 별도
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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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연구 및 교육의 성과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고, 또한 지원자들에 대한 교육 효과, 업무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정하여, 면접시험 등을 통해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도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행정편의만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16)
나. 정부정책
1) 실시
현행법상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에 대한 행정적 구제로 노동위원회에 의
한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법적 구
속력이 있으나, 그 대상이 부당해고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
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수단의 내용과 그 한계를 살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차별구제수단은 ① ‘합의권고’, ② ‘조정’,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의 구제조치’, ④ ‘구제조치의 이행 등의 권고’이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
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40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합의권고가 성립하
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조정의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
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43조).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으로, ① 조사대상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ㆍ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
조치,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고(제42조 제4항), 당사자가 이러한 구제조치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제
216) 국가인권위원회 2002. 11. 18. 02직차1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2호, 2003,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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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제6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 조정에 갈
음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혹은 ②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
고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다만, 이러한 권고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46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해고, 정년 등을 포함하여 고용상의 차별을 광범위하게 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 위원회에 의한 조사 및 구제의 대상이 될 뿐 해당 차별행
위를 사법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
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사행위 및 구제수단 역시 제도적으
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타 요구
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후적인 과태료의 부과라고 하는 제재 이외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서 조정
에 갈음하는 구제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한 구제
조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구제조치의 이행이나 차별적
제도․관행 등의 시정 또 개선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
이기 때문에 구제의 현실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조사대상 범위의 확대, 조사방법 및 권고(구제)유형의 다양화(서면조사
원칙에서 직권․실지조사 병행, 대안적분쟁해결제도 등), 조사 및 구제업무의 표준
화(차별행위의 유형별 판단기준 마련), 지방사무소의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217)
한편, 노동부의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는 기존의 노동위원회에 고용차
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일부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을 계획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평등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차별구제기
217) 국가인권위원회(2004), 앞의 연간보고서, 247-2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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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구제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구제의 실효성
을 담보한다는 취지의 계획이다. 그리고 동 법률(안)에서는 입증책임을 사용자에
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1) 유럽연합
2000년에 채택된 ‘고용․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제2000-78호)은 구제
수단, 입증책임, 사용자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차별행위의 제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가) 구제수단
회원국은 평등대우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
도록 사법적 및(또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 적절한 경우 조정절차 포함 - 마련하여
야 하고, 이 경우 차별을 발생케 하였던 관계가 이미 종료한 때에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국내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단체 또는 기관이 차별구제 신청인의 동의 하에 그를 대표하거
나 지원하기 위하여 사법적 및(또는) 행정적 구제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다만, 구제신청의 기간에 관해서는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나) 입증책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을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 제기한 경우 평등대우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
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타방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국내 사법체계에 부합하
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제10조 제1항). 통상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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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지만 차별사건에서의 관련 정보는 흔히 타방 당사자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제78호 지침은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218)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이 차별구제의 신청인(원고)을 대표하여 구제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입증책임
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제10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
은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제10조 제3항),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행
하는 사실관계의 조사절차에도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다(제10조 제5항). 차별구제
의 신청인(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법칙을 도입하는 것은 허용된다(제10조 제2
항).
다) 사용자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평등대우원칙의 위반에 관한 기업 내에서의 고충제기 또는 법적 구제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국내법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제11조). 보복의 위험 때문에 구제
를 위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예컨
대, 강등 또는 기타의 억압적 조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
이라는 점을 제78호 지침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19)
라) 차별행위의 제재
국가(회원국)는 제2000-78호 지침과 관련하여 채택된 국내법 위반시 제재에 대
한 룰을 설정하고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재(보상금지급 포함 가능)는 실효적(effective)이고 비례적(proportionate)이며 예방
적(dissuasive)이어야 한다(제17조). 다만, 차별행위의 제재에 관한 이러한 제78호
지침의 내용은 국가(회원국)에 대하여 형사제재의 도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
니다.220)
21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3.
219) Ibid.
22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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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이 제정된 이후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의한 동법의 집행이다. 1978년에 ADEA의
집행에 관한 책임이 노동부에서 EEOC로 이관되었다. 1964년 민권법에 의해 창설
된 EEOC는 ADEA 제정 당시에 이미 많은 차별구제 신청사건으로 적절한 업무수
행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DEA의 집행책임이 노동부
에 부여되었다.221) 그리고 당시 의회는 연령차별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EEOC와는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와 같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근로
기준법(FLSA)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연
령차별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222) 그런데
카터행정부는 모든 고용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연방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어 1978년에 ADEA의 집행책임이 노동부에서 EEOC로 이관되었고, 이후
EEOC는 연방차원의 모든 고용차별금지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오늘에 이
르고 있다.223)
EEOC는224)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담당한다. EEOC의 행정
적 구제절차는 차별분쟁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촉진하는 것이 중심
적 기능이다.225) EEOC는 사용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내릴
221) Raymond F. Gregory, op. cit., pp.183-184.
222)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op. cit., p.444.
223) Raymond F. Gregory, op. cit., pp.183-184.
224)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민권법 제7편, 연령차별금지법(ADEA), 장애인법(ADA), 평
등임금법(EPA)의 운영 및 시행을 담당하는 특별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
로 구성되며, 지방사무소(regional offices) 및 EEOC를 대표하여 소송을 담당하는 사무소
(office of general counsel)를 두고 있다. Mack A. Player, op. cit., p.40.
225) EEOC는 법의 내용에 대한 각종의 해석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서 차별피해자의 신청에 기하여 조사를 행하고, 비공식적 수단(조정, 협의, 설득)을 통한 사
건해결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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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실질적 구제는 법원에 대한 차별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별피해자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연령차별을 다투는 개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26) 다만, EEOC는 차별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차별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227) 이러한 권한이 행사되면 차별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626조 ⒞⑴)는 점이 특징이다.
3) 아일랜드
1998년 ‘고용평등법’에 의해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와 평등심사국(Office
of the Director of Equality Investigations)이 창설되었다. 평등위원회는 관계 장
226) 이 경우 행정적 구제절차는 해당 주(州)에 주법(州法)상의 차별구제기관이 존재하는가 여
부에 따라 다르다. 해당 주에 차별구제기관이 없으면 차별피해자는 EEOC에 차별사건 발생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제626조 ⒟⑴).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EEOC는 60일의 기간 동안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사건해결을 시도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개인소송이 금지된다(제626조 ⒟). 60일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소송이 가능하나 행정구제절
차의 과정에서 EEOC가 차별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개인소송을 할 수
없다(제626조 ⒞⑴). 한편, 해당 주(州)에 주법(州法)상의 차별구제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차별피해자는 행정구제절차로서 해당 주의 차별구제기관과 EEOC 모두를 이용할 수 있
다. 해당 주의 차별구제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데, EEOC에 대한 구제신
청과 동시에, 그 이전에 또는 그 후에 모두 가능하다(Mack A. Player, op. cit., p.268).
EEOC에 대한 구제신청은 차별사건 발생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주법(州法)하에서의 행
정구제절차 종료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제626조 ⒟⑵). 해당
주의 차별구제기관도 구제신청일로부터 60일 동안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사건해결을 시도
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개인소송이 금지된다(Mack A. Player, op. cit., pp.268-269 참조).
한편, 사용자가 연방기관인 경우 이러한 기관을 상대로 하는 연령차별 구제절차는 사용자
가 사인 또는 주(州)의 기관인 경우에 적용되는 위의 절차와는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 우
선, EEOC는 연방기관을 상대로 ADEA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차별피해자는 연방기관 내에 마련된 내부적인 행정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의 이용이 소송제기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차별피해자는 차별행위 발생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소송제기의 의사를 EEOC에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Mack A. Player, op. cit., pp.272-273 참조).
227) EEOC가 차별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즉, EEOC가 직접 차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차별피해자의 행정적 구제신청이 전제되
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EEOC는 비공식적 수단(조정, 협의, 설득)을 통
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차별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경우 EEOC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6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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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228)이 임명하는 4년 임기의 12인(그 중 남녀는 각각 최소 5인이어야 함)으로 구
성되고(제41조), ① 고용차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고용평등법관련 기
회평등의 촉진, ③ 일반에의 정보제공, ④ 고용평등법의 개정제안 등을 일반적 임
무로 하고 있다(제39조). 평등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고용평등의 촉진과 고용차별
의 시정을 위하여 행정적 차원에서 법의 운영에 관여하고 입법개선활동을 수행하
는 것이다. 그 외에도 평등위원회는 차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자문을 행하
기도 한다.229) 그리고 평등위원회는 관계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활동을 행할 수 있다(제58조 제1
항).
한편, 평등심사국(ODEI)은 관계 장관230)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준사
법적 행정기관으로 고용평등법 위반사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
는 권한을 갖는다.231) 고용평등법상의 차별피해자는 차별이 행해진 때로부터 6개
월 내에 평등심사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77조 제1항, 제5항).232) 다만, 해고
사건은 6개월 내에 노동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제77조 제2항, 제5항). 심사결과에
따라 평등심사국은 적절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제명령의 종류에는 ① 동
일임금원칙 위반사건의 경우 구제신청 이전 3년 기간 내의 임금차액에 대한 금전
보상명령, ② 구제신청일 이후의 동일임금지급명령, ③ 구제신청 이전 6년 기간
내에 발생하였던 차별행위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성차별 외의 경우 최고한도액으로
2년분의 임금), ④ 기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평등대우명령 등이 있다(제82조 제1
항).
종합하면 평등위원회는 고용평등법의 행정적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평등심사국은 고용평등법의 준사법적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228) 법무․평등․법개혁부장관(Minister for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이다.
229) 평등위원회 홈페이지의 게재된 내용(www.equality.ie/whatis/whatis.shtml)을 참조하였
다.
230) 법무․평등․법개혁부장관(Minister for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이다.
231) 2000년 평등지위법이 제정된 후 평등심사국은 동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제도 담당한다.
232) 성차별사건의 경우에는 평등심사국에 대한 구제신청 대신에 6개월 내에 지방법원
(Circuit Court)에 직접 제소할 수도 있다(제77조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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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평등심사국은 평등위원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평
등법원(equality tribunal)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4) 캐나다
캐나다인권법은 캐나다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및 캐
나다인권법원(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에 의한 차별구제를 정하고 있다.
차별피해의 당사자 또는 제3자(피해자의 동의 필요)는 인권위원회에 차별사건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조
사할 수 있다(제40조). 인권위원회가 지정한 조사관은 현지 방문조사를 할 수 있
고, 관련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른
증거수집도 할 수 있다(제43조). 조사관은 조사종결 후 조사보고서를 인권위원회
에 제출하게 다(제44조). 인권위원회는 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제47조). 사건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당
사자간 합의된 해결조건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의 권한을 갖는다(제48조).
인권위원회는 차별사건이 제기된 이후 어느 단계에서든 인권법원에 사건의 심
리를 요청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인권법원은 인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및
관심을 갖는 15인 이내의 자로 구성된다(제48조의 1). 인권법원은 심리결과 차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차별중지, 차별시정 또는 동일․유사한 차별의 재발 방지,
② 차별피해자가 입은 임금 및 비용에 대한 배상, ③ 차별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배상(2만 달러 한도) 등 적절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53조 제2항). 악
의적(wilful)이거나 지극히 경솔한(reckless) 차별의 경우 인권법원은 2만 달러 한
도에서 특별배상을 추가적으로 명할 수도 있다(제53조 제3항).
마. 정책 대안

1)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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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방식과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사법적 구제 보다는 행정적 구제가 신속하
고 다양한 구제(행위중단, 원상회복, 장래 일정한 행위금지 등)를 가능케 하기 때
문에 사법적 구제 외에 행정적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고용차별의 구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새롭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현존 기관(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이나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활용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노동위원회의 관할권은 부당
해고사건에 한정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수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이다. 차별사유에 따른 다원적인 행정구제기관을 두는 방식은 각 차별
사유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갖지만,
다양한 기관의 설치에 따른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통일적인 행정적 차별구
제제도의 운영을 곤란케 할 수 있다. 적어도 고용차별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통일적 구제제도(신속한 구제, 저비용의 구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통
한 구제 등)의 확립은 기존 조직과 경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강
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2) 실효성이 있는 구제의 절차와 수단의 확립
행정적 구제의 절차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제신청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
할 것인가,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 구제명령 내지 구제조치의 내
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등이 문제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는 차별행위의 피해자 외에 제3자(그 사실
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까지 넓게 구제신청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차별
구제 신청자의 범위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예컨대, 노동조합)도 포함되
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구제의 신청, 증언 등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보복(불이익
취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피해자 개인이
직접 구제신청을 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고, 차별행위는 특정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특정 근로자그룹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 등이 차
별피해 근로자 개인을 대신하여 구제신청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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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제30조)에서는 동법과 관련한 분
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전환도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차별피해자가 차별피해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차
별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
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지만 차별사건에서의 관련 정보는 대부분 상대
방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고용차별관련 분쟁의 판단자료가
되는 인사자료 등에 접근하기가 곤란하므로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원칙을 적용하
는 경우 차별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답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확보되어야 하고, 구제명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구제수단의 내용으로는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 차별행위의
방지(차별행위 공포 및 사고 등), 차별에 따른 물적․정신적 손해의 배상 등이 고
려되어야 한다. 특히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구제의 내용을 강화하여야 한
다.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이
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3)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차별구제와는 별개로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한 민․형사적 또는 행정적 징벌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제재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고용차별금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에서는 균등대우에 반하는 근로
조건 차별행위(제5조) 및 부당해고(제30조 제1항)에 대한 형사벌칙을 두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근로관계의 성립․전개․종료와 관련된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의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차별행위의 제재는 차별행위에 대한 응보적․예방적 징벌을 가한다
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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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상황에서 제재마저 부재한다면 차별행위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그러
나 차별의도가 없는 간접차별에 대한 형사벌칙의 적용은 곤란할 것이다. 한편, 형
사처벌은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일정 액수 이
상의 민사적 징벌을 과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민사징벌
의 최저 한도액을 법으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실절적인 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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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1. 고용보험법상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의 차등
가. 현 황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그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를 구
직급여라고 한다. 2002년에 지급된 구직급여액은 7,735억원으로 전년의 7,834억원
보다 99억원(1.3%) 감소하였고, 지급자수는 373,599명에서 362,523명으로 11,076명
(3.0%)이 감소하였다.233)
<표 5> 구직급여 지급실적
구

분

구직급여

(단위 : 명, 백만원)

’00

’01

’02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302,618

442,914

373,599

783,373

362,523

773,499

비고

※ 연장급여 제외

나. 정부정책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
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
조). 동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가운
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234)으로 구분된다(제28조). 실업급여는 고
233)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235-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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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한 경우에 일정 기간 소정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함(구직급여)과 동시에 적
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취업촉진수당)하기 위한 것이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
(제39조).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
는 일수로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
대 240일이다(제41조). 그런데 고용보험법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
의 지급일수에서 피보험기간(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다(제41
조 제1항 및 별표). 예컨대,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구직급
여 지급일수는 30세 미만 9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150일로
차등적이다. 피보험기간(1년 미만 제외)이 동일할지라도 3가지로 구분된 연령층에
따라 적게는 30일에서 많게는 60일까지 차이가 난다. 구직급여의 최대 지급일수가
24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0일은 240일의 25%에 해당한다. 피보험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 비율은 더욱 커진다.
<표 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일수
구 분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이상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이상

90일
90일

3년 미만
90일
120일

5년 미만
120일
150일

10년 미만
150일
180일

90일

150일

180일

210일

1년 미만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직업훈련,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직
급여의 지급일수가 연장되는 경우(제42조상의 훈련연장급여,235) 제42조의 2상의
234)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제28조 제2항).
23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

- 128 -

개별연장급여,236) 제42조의 3상의 특별연장급여237))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이다.
고용보험법은 일련의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예컨
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적용을 받게 되었다(제2조 제5호 참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
간의 경우에도 그 합리적 조정을 위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다(제40조). 그 외
에 실업인정요건 인정범위의 확대(제34조 제3항),238)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확대
(제50조 제1항)239)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직급여의 지급일수와 관련하여 연령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다.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1) 국제노동기준
ILO가 1952년에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에서는 실업
급여의 기간을 갹출기간(즉, 보험가입기간)의 길이 및(또는) 소정기간에 이미 받은
급여에 따라 변경함을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급여의 평균기간이 12
록 지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
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236)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
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237)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
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8) 종전에는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한 날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
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했으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으로 개
정되었다.
239)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직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으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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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의 기간 중 적어도 13주인 때에 동 협약이 정하는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참조). 그리고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
한 협약’(제168호)에서도 급여지급기간을 자격취득기간의 길이에 따라 차등을 둘
경우 평균 급여지급기간은 적어도 26주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
3항). 위의 규정들에 따르면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지급기간의 차등은 허용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의 급여지급 보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연령
에 따른 급여지급기간의 차등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2) 주요 외국240)
독일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가

입기간에 비례해 지급기간(피보험기간 1/2 한도)도 연장되나, 가입기간이 동일한 경
우 연령에 따른 지급기간의 차등은 없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에서 부양아동이 있
으면 그 지급비율이 실직 전 52주간 평균임금의 60%에서 67%로 된다.
<표 7> 독일 실업급여 지급기간
피보험기간(월) 12
45세 미만
6
45-46
6
47-51
6
52-56
6
57세 이상
6

16
8
8
8
8
8

20
10
10
10
10
10

24
12
12
12
12
12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14
14
14
14

16
16
16
16

18
18
18
18

20
20
20

22
22
22

24
24

26
26

28

30

32

캐나다의 경우 실업급여 중 기본급여는 보험가입기간과 지역실업률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기간의 차등을 두고 있다. 보험가입기간과 지역실업률이 증가
하는 것에 비례하여 급여지급기간도 증가한다.
프랑스에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보험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
칙이지만, 가입기간이 일정 일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입기간이라고 할지라
240) 이하의 내용은 별도 각주의 인용을 제외하고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게재된 외국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여러 정책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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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세 이상의 실업자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일수가 상향된다.241) 스웨덴의 경우
에도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00일까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55~64세의 가입자인 경우 최대 450일까지 지급된다. 프랑스
와 스웨덴의 경우에 인정되는 연령에 따른 차등(우대)은 50세 이상 또는 55세 이
상의 고령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 정책대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은 본인의 기여에 비례한 급여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합
리적이다. 그런데 동일하게 비용(보험료)을 부담한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지급일
수가 달라지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취급을 추정케 한다. 나이가 많을수
록 재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급여의 목적이 생
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임에도 실업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
는 가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연령보다는 부양가족수가 더 합리
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급여지급기간을 상당히 제한(최고 240일)하고 있
으면서, 또다시 연령그룹에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 제한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의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원
칙적으로 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50
세 또는 55세 이상 고령실업자에 대한 급여지급기간의 연장은 허용하고 있다(프랑
스와 스웨덴).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령에 따른 차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
의 경우에도 연장자에게는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지급 허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지 동일한 가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급여지급기간의 차등
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구직
급여의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제도는 폐지되거나 다른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한편, 외국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수에서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증액하고 있는 점도 현행 제도의 개선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241) Jean Pélissier, Droit de l'emploi, Dalloz, 1998, pp.915-9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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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직역 연금법상 연장자 우대의 수급자격 요건
가. 현 황
공무원의 배우자, 그 직계존속 및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또는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이 지급된다.
<표 8>은 최근 사망조위금의 지급 추이를 보여준다.242)
<표 8>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추이
계

구분
2000
2001
2002
2003

건수
21,970
23,726
26,763
26,541

금액
34,451
41,433
51,603
55,012

공무원
건수
1,795
656
686
673

금액
4,663
3,498
3,966
4,387

배우자
건수
609
618
1,258
1,138

금액
1,420
1,401
3,232
2,830

(단위 : 건, 백만원)
직계존속
건수
18,454
21,186
23,835
23,589

금액
26,634
34,291
42,504
45,374

배우자의
직계존속
건수
금액
1,112 1,734
1,266 2,243
984
1,901
1,141 2,421

나. 정부정책
공무원연금급여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진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
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
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6종 및 퇴직수당 등 13종이 있다.
<표 9>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

장기
급여
단기
급여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재해보상
유족급여
급여
요양급여
부조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장해보상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장해연금수급자 사망)
유족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24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2003, 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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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서는 단기급여인 사망조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동순위 수급권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
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
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41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
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
속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공무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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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47조의 2 제2항, 군
인연금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44조의 9 제2항 등에서도 규
정되고 있다.
다른 한편, 군인연금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수급자
특례규정에서 연장자를 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
녀․손자녀․부모․조부모)이 없는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되
그 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이 수인
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다.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ILO가 1967년에 채택한 ‘폐질․노령 및 유족 급여에 관한 협약’(제128호)은 부
양자 사망의 경우 피부양자의 보호를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사망조위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1964년의 ‘업무상 재해 급여에 관한 협약’(제121
호)에서는 장례급여가 통상 장례비용보다 적지 아니한 소정의 비율로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유족에 대한 현금급여가 본 조약이 요구하는 것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
우 장례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정의 조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라. 정책대안
1) 합리적 이유 없는 연장자우대의 사회보장수급자격요건 시정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자를 정함이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순위의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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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자간에 균분하도록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법에서는 사망일시금의 지급
과 관련하여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69조의 2 제3항).
2) 특수직역연금법상 사망조위금 등 지급관련 동순위자간 균분
사망조위금은 장례비용에 대한 보상금243)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통상적으로 연장자가 상주 등의 지위에서 장례를 주도하기 때문에 연
장자를 우대하는 지급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순위자에게 균분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군
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의 급여수급특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급여는 사망조위금에 한정되지 않고 유족급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론적
으로 사망조위금지급 및 군인사망에 따른 급여수급특례와 관련하여 복수의 동순
위자간에는 급여를 균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24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4판, 법문사, 2002,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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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1. 교육
가.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다
룬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를 우
선으로 합격시킨다는 대학의 기준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동 기준이 행정편의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만일 신입생 선발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
한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소자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가정이고, 대학의 자율성은 평등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대학에 부여된
자율권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왜 연소자를 연장자보다 우선적으로 입학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에서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입학자의 나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연소자
의 우대가 교육의 목표나 성과에 비추어 불가피하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수능시험 성적, 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성적, 학업계획서 평가 등 지원
자의 수학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연소자를 우선하는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행
정편의만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44)
나. 정부정책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244) 국가인권위원회 2002. 6. 18. 02진차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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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서는 교육차별금지사유로 연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
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서 동 위원
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전문가 제안
차별연구모임에서 발간한 차별판단지침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기회제공에 있어 구별․배제․제한을 두거나 나이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
하는 것, 교육기관․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나이에 따라 교육여
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지원 등을 달리한 결과 특정 연령대의 사람
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등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과
관련한 연령차별로 보고 있다.245)
라.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교육을 받을 권리, 무상의 초등교육, 능력에 따른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6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 무상 의무교육에 의한 초등
교육의 실시, 중등교육(기술․직업교육 포함)의 일반성과 개방성, 능력에 기초한
고등교육의 동등한 개방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
리를 달성하기 위한 동 협약 소정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28조).
유럽연합의 2000년 ‘고용․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제2000-78호)에서
는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직업훈련에서의 차별을 금지(제3조 제1항)하고 있을 뿐,
245)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을 위한 지침』, 2002,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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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 일반을 그 적용범위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동년에 채택된 ‘인종․민족
적 기원과 무관한 평등대우원칙에 관한 지침’(제2000-43호)은 그 적용범위에 교육
(education)을 포함하고 있다(제3조 제1항 ⒢).
아일랜드의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은 연령 등 9가지 차별사유에 근거한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의 주체인 교육기관은 취학 이전의 교
육기관, 초등․중등교육기관, 성인대상의 계속교육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공적 기금에 의한 지원 여부를 불문한다(제7조 제1항). 교육기관은 ① 입학 또는
입학자격(조건), ② 해당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설비 또는 이익, ③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학생의 참여조건, ④ 퇴학 또는 기타 징계와 관련하여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제7조 제2항). 다만, 체육시설 또는 스포츠행사의 제공․조직과 관련
하여 성별, 연령 또는 장애에 근거한 학생대우의 차이가 해당 시설이나 행사의 성
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7조 제4항).
2003년 의회에 상정․심의 중인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안)에서는 연령을 이유
로 하는 입학거부, 입학지원서의 수령거부, 입학자격(조건)에서의 차별, 해당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이익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 퇴학, 기타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 연령 이상의 자를 대상
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입학과 관련하여 연령 미달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동 법
(안)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정책대안
1) 교육에서의 연령차별금지원칙의 확립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영역에서의 연령차별
을 규제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교육에서의 연령차별은 교육을 받을 권리(修學權)에 대한 침해․제한에 해
당한다. 그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고용(보다 나은 고용 포함)에의 접근가능성에
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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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차별금지 내용의 구체화
교육수준과 경력은 노동력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기
관에 의한 교육기회의 제공, 교육의 내용 및 지원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불
합리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입학단계에서 교육종료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차별예외사유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과 호주의 연령차별금지
법(안)은 시사점이 되는 예를 제공하고 있다.

2. 재화․서비스․시설 등의 제공과 이용
가. 현황
연령을 이유로 하여 주택임대의 거부, 상업시설의 이용제한, 보험가입의 거부․
제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제한 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재화 등 제공․이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나이를 이유로 하는 발생할 수도 있다. 가
족 중 유아 내지 노약자가 있음을 이유로 주택임대를 거부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경우 소란 등 영업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영업시설의 출입 제한하는 경
우 등이 그 예이다.
나. 정부정책
헌법은 거주ㆍ이전의 자유(제14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제21조) 등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자유권은 재화․서비스 등의 이용에서 차
별금지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
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서
동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그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이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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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선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
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
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
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
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
ㆍ연령ㆍ학력ㆍ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전문가 제안
차별연구모임에서 발간한 차별판단지침에서는 ① 놀이터나 기타 유흥시설 등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②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연소자들의 집회나 기타 공동체 모임을
위한 토지나 건물 등의 이용을 제한, 부인하는 것, ③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주택임대, 용역제공 등에서 구별ㆍ배제ㆍ제한 등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공공시설 등에서 외모나 옷차림에 기반한 특정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으
로 부당한 연설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 ⑤ 나이에 기초한 사회통념으로 굴욕감 또
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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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유흥 및 관련 상업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연소자의
보호 등 합리적 이유가 증명될 때는 나이차별로 보지 아니한다.246)
라.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세계인권선언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유권(제12조), 거주ㆍ이
전의 자유권(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제18조), 표현의 자유권(제19조),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의 2000년 ‘인종․민족적 기원과 무관한 평등대우원칙에 관한 지침’(제
2000-43호)은 "사회보장 및 의료를 포함하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including
social security and healthcare), “사회적 이익”(social advantages), “주택을 포함하
여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접근과 공급”(access to and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available to the public, including
housing)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다만, 동 지침은 인종차별금
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제2000-78호 지침은 그 적용범
위를 고용영역에 국한하고 있다.
캐나다인권법은 재화, 서비스,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서의 연령차
별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시설의 제공 내
지 그 접근의 거부 또는 불이익하게 구별하는 것은 차별로서 금지된다(제5조). 상
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제공에서 그 점유를 거부하거나 불이익하게 구별하는
것 역시 차별로서 금지된다(제6조). 재화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harassement)도 차별에 해당한다(제14조). 그러나 위와 같은 거부 내지 불이익
한 구별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사유(bona fide justification)가 존재하는 때에는 차
별로 보지 않는다(제15조 제1항 ⒢). 다만, 이 경우 건강, 안전 및 비용에 비추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필요(needs)를 충족하여야 하는 자에게 과도한 곤란(undue
hardship)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제15조 제2항).
아일랜드의 평등지위법은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재화, 서비스, 부동산, 시설 등
246) 차별연구모임, 앞의 글,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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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5조, 제6조). 그러나 ① 연금, 보험
기타 위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에서 믿을만한 합리적 보험통계상 또는 통계학상 자
료(data)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우의 차이, ② 스포츠시설 또는 스
포츠행사의 제공․조직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장애, 국적, 출신국을 이유로 하는
대우의 차이로서 이러한 차이가 해당 시설이나 행사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필수적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③ 연기 기타 연예(entertainment)와 관련하
여 확실성(authenticity), 미학(aesthetics), 전통 또는 관습 때문에 합리적으로 요구
되는 성별․연령․장애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 ④ 아동의 필요와 관련하여 양부모
의 자격을 정하는 합리적인 연령조건, ⑤ 호의 또는 선물에 의한 재화․부동산의
제공, ⑥ 오로지 특정한 사람들의 필요에 적합한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합리적으
로 간주되는 경우에서의 대우의 차이 등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마. 정책대안
1) 재화․서비스 등 관련 연령차별금지의 확립
재화, 서비스 등의 제공․이용과 관련한 현행 법률상의 연령차별금지조항은 그
적용영역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언적 금지에 그치고 있다. 은행․보험,
의료, 교통, 토지, 각종 공공․상업․주거시설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 발생하는 연
령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재화, 서비스 등의 제공․이용에서
발생하는 연령에 근거한 괴롭힘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 외 가족이나
관계인의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2) 연령차별 예외사유의 설정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명백하고
객관적인 통계상의 증거에 의한 연금․보험관련 서비스의 제한․차등, 의학적 증
거(예, 특정 연령층에 대한 효과성 또는 위험성)에 입각한 의료서비스의 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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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건강․보건․안전 등) 기타 합법적 또는 정당한 목적을 이유로 한 시설의 이용
제한, 특정인 내지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재화․서
비스에서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이 그 예이다.

3. 공공기관 내부선거 및 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 우대
가. 현황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 국회 내의 각종 선거,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의 선
거,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거 등에서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거나, 국회 내지 정부 산하 각종 공공위원회에서 의장․부의장․위원장를
대신하는 직무대행자를 연장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다수 있다. 이러한 연장자
우대의 법령은 연령차별의 소지를 갖고 있기에 검토․개선을 필요로 한다.
나. 정부정책
공공기관의 내부선거 또는 직무대행에 대한 연장자우대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령은 다음과 같다.
△ 감사원법 제4조(원장) ③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
다.
△ 국회법 제18조(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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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국회법 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7조(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의 위원위촉)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선출된 자가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으
로 위촉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중 연장자순
으로 위촉한다.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제12조(선거) ① 선거는 선거인단의 정수의 과반
수의 출석 하에 대법원장은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대법관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된다.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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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8조(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8조(구성)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
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3조(위원장과 부워원장)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
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장이 지
정한 분과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방송법 제22조(위원장)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영화진흥법 제9조(위원장 등)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출등)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
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2조 제1항ㆍ제46
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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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학술원및예술회원선거령 제29조 피선거인은 그 류(類)에 있어서의 다수득
표자순으로 당선된다. 단, 그 류(類)의 투표수를 그 류(類)의 정원수로 제하여
얻은 수치의 반 이상의 수의 표를 얻은 자에 한한다. 동일인으로서 동일원의 2
개 이상의 류(類)에 당선되었을 때에는 다수표를 얻은 류(類)의 당선회원으로
하고 그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류(類)를 결정한다. 득
표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로부터 당선회원으로 한다.
△ 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에관한규칙 제3조(궐위시등의 대행) ③ 제1항 본

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
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다. 전문가 제안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국회 등 공공기관 내부에서 실시하
는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선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준으로
당선자를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대행이 필요한 경우 연장
자를 마지막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적 발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연장자라는 기준보다는 예컨대, 자체 투표 등 객관적일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47)
라. 정책대안

247) 이상의 내용은 한국여성개발원,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129-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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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우대는 장유유서(長幼有序)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유교적 전통과 밀접
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장자의 우대
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연장자 우대는
연하자의 배제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연령차별금지라고 하는 요구에 더 부합하게 된다. 예컨
대, 공공기관 내부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선출․위촉의 경우 최고 득표자가 나
올 때까지 재선하는데 그리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각종의 직무대행의 경우에도 위원 등 해당 조직 구성원간의 호선 등을 통
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내부선거, 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
우대기준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체․개선되어야 한다.

4. 선거법상의 연장자 우대 및 선거연령 기준
가. 현황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권
이 부여되는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표할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장자우대기준의 합리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역시 국제적․시
대적 추세, 나아가 여타 다른 법령상의 연령기준 등과 비교하여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 정부정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연장자우대 당선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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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ㆍ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
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
ㆍ통지) ①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
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
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
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
정ㆍ공고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
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
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교육감 당선인의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도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16조 제2항). 반면
에 대통령선거에서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
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제187조).
다른 한편, 나이를 기준으로 권리, 자격,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의 다음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선거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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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조(성년)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 병역법 제8조(제1국민역에의 편입)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
람(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4호)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
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
자는 응시할 수 있다.
※ 별표 1 :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8․9급과 기능직의 경우 응시가 가능한 최저연령
을 18세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미만인 자는 근로
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
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가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입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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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민법상의 성년인 20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합
의한 것은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한 것”이고,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 바, 선거
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
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248)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2월 16일에 선거권 연령의 하향조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즉, 20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재량권의 영역이고 위
헌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연령을 현행보다는 하향하는 것이 국
민의 참정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외국의 입법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하고, 우리 사
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 정도와 향상된 국민의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49)
최근에 법무부는 청소년의 성숙도, 성년기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성년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2004.
6. 법무부공고 제2004-25호)하였다.
다. 전문가 제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
자로 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정적 의미에서 합
리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로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지 않을 경
우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고, 재투표의 방법이 공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유․무형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250)
248)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결정.
24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2권 제2호, 2004. 4. 15., 226면.
250) 한국여성개발원, 앞의 보고서, 1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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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권 연령기준 20세의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① 선거연령 확정기준인 정치적 판단능력은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 및
전반적인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 언론의 자유의 보장정도, 비교
법적인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할 사항으로 이
는 매우 유동적이라는 특정을 갖는다는 점, ② 선거연령이 20세로 규정된 1960년
과 오늘을 비교하면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1990년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
③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는 18세부터이고, 공무담임권은 18세부터 보장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연령이 민법상의 미성년자 연령과 일치할 이유가 희박하다
는 점, ④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 거래의 안전, 계약의
안전성 등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선거연령은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함에
있어 국민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선거연령과 행위능력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
는 점, ⑤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8세를 기준으로 선거연령을 부여
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251)
앞에서 언급하였던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결정에서 일부 재판
관들 역시 선거연령의 하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변화한 현실과 세계 각국의 추세에 비추
어 우리도 선거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보다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 생각된다. 다만, 입법자가 정치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에 들어
와서야 비로소 선거연령에 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인식을 축척하지 못한 처지에서 변화한 현실에 적응할 충분한 시
간적인 여유도 갖지 못하였으므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아직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입법자는 1960.
6. 15. 제3차 헌법개정 이래 우리 사회가 겪은 전반적 변화를 고려하여 민주주의
원리와 보통선거원칙에 보다 부합되고 또한 장래에 있어서 그에 대한 위반을 배
제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
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251) 한국여성개발원, 앞의 보고서, 137-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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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
다(제1조). 국제인권법상 18세 이상의 자는 성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동 협
약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
유(제14조), 결사․집회의 자유(제15조) 등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적
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선거연령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1997년 헌법재판
소의 결정문에서는 15세 이상 1개국, 16세 이상 3개국, 17세 이상 2개국, 18세 이
상 77개국, 19세 이상 1개국, 20세 이상 6개국, 21세 이상은 13개국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선거연령의 적극적 하향 조정을 권
고한 의견서에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필리핀 등
100개국이 18세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252)
마. 정책대안
1) 공직선거 연장자우대 당선자결정기준의 재검토
공직선거(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
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연령차별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연장자의 우대는 곧 나이 자체를 이유로 하는 연하자의 배제
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대체기준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선거인의 규모에 비추어 재투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지 않는 경우(예컨대, 교육
감선거)에는 재투표에 의해 당선자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투표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다른 합리적 기준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의 거주기간을 당선자결정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도
25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2권 제2호, 2004. 4. 15.,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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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2) 선거권연령의 하향
생명권과 같은 천부인권과 달리 선거권은 나이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
다. 헌법 제24조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의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기준의 설정을 입법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연령
을 법률로 제한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최대보장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국방의무)와 권리(선거권)를 설정하는 연령이 반드
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간의 연령간격은 가능한 좁히는 것이 바
람직하다. 18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는 국제인권규범과 선거연령 18세가 국제적으
로 보편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선거연령(20세)
의 인하에 대한 반대논거의 하나로 지적되었던 민법상의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9
세로 변경하는 입법이 예고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선거권연령의 하향은 필연적인 정책방향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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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학벌․학력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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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나이나, 성, 외모 등의 차별 사유에 못지않게 학벌․학
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2003.12.)한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20.9%) △학력․학벌
에 의한 차별(18.5%) △전과경력에 의한 차별(8.7%) 순으로 꼽았으며, 전문가들은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26.7%) △장애인 차별(15.3%),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출신민족에 대한 차별(11.9%) △남녀차별(11.4%) 순으로 답했다.
차별의 직접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이에 대한 차별(39.1%) △학력
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29.3%) △남녀차별(21.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16.6%)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1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위에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간접경험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1)
또한, 국정홍보처 조사(2003.9.)에 의하면, 우리사회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87.7%)하며, 실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도 31.9%라고 응답했다. 불이익
경험분야는 취업(38.9%), 승진(35.7%), 인격적 무시(20.1%), 결혼(4.8%) 등으로 나타
나, 직장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학벌․학력을 이유로 하는 직접․간접적인 차별 경험으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
들은 학벌주의․학력주의 의식이 팽배해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2003.11.)에 의하면, 국민의 상당수(64.8%)가 기업체
의 직원 채용시 학벌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민 다수(61.0%)
가 개인적인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1) 국가인권위원회, 「일반국민 장애차별, 전문가 학벌차별 ‘가장 심각’」, 2003.12.31.자 보도자
료.
2) 국정홍보처, 「학벌주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03.10. (http://www.allim.go.kr/)

- 155 -

학벌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학력(15.9%), 지연(9.2%), 혈연(9.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학벌의 상속으로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
에 대해 찬성의견(49.6%)이 반대의견(22.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3)
본 연구는 다양한 생활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적 제도, 관행,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벌․학력 차별적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연구기관․관련 민간단체
등의 조사결과 및 통계수치를 활용하였고, 차별 진정사건과 사례에 대한 분석도
행하고 있다. 학벌․학력 차별의 소지를 갖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하
고 있다. 학벌․학력 차별의 시정과 관련한 정부의 기존 정책과 향후 계획과 전문
가들의 제안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검토․고찰에 근거하여 제 생활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의 시정을 통한 평등권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국가행동계획, NAP : national action plan)의 수
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학벌․학력 차별의 의미와 연구의 방향
학벌․학력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學歷)은 “제
도권 또는 비제도권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력(履歷)”으로, ‘학벌’(學閥)
은 “출신 학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고적(緣故的)인 동류 집단”으로 파악한다.
학력(學歷)은 실제로 학습을 통해 쌓은 지적 능력인 학력(學力)과는 구별되어 파
악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학력은 전자의 개념을 의미한다. 학력(學歷)은 수직적
구조에서는 대졸․고졸․중졸 등으로, 수평적 구조에서는 어느 대학․어느 학과를
나왔다는 식으로 표시된다.
학벌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는 연고 집단을 의미하므로,
3) 정태화 외,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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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차별은 학력 차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직적 구조에서 보면
같은 학력(學歷)을 가지고도, 학연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
별하는 것이 학벌 차별이다. 다만, 현재 특히 대학 학력과 관련하여, 이른바 SKY
대학으로 지목되는 명문 학벌 출신이 아니어서 받는 차별 이외에 수도권 대학이
아닌 지방대 출신으로서 받는 차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학벌 차별
내지 학벌주의 논의 속에서 모두 포함하여 논의되고 있다는 점4)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학벌․학력 차별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내지 학력주의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학벌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차별 내
지 배제가 행해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학력주의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학력이
과대평가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학력에 집착하는 사회적 현상
이다. 학벌주의․학력주의를 따를 경우에 무조건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의
상승욕구를 유발하게 되고,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이름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이러한 학벌주의 내지 학력주의로 인해 (1) 학벌․학력 차별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된다. (2) 학벌주의의 고착화는
초․중등교육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고 사교육에 잠식되
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대학입학 이후에는 학벌구조의 영향으로
진정한 의미의 학력(學力)을 함양하는 대학 분위기 조성이 저해되는 등 초․중등
및 대학 교육 왜곡의 주요인이 된다. 이를 ‘공교육의 붕괴’, ‘대학간 서열화’로 인
한 ‘지방대학의 붕괴’라고 까지 말하기도 한다. 또한 (3) 명문대학 및 인기학과 선
호는 개인의 역량개발,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활용 등을 저해하고,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의 왜곡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나아가 (4) 학벌
주의는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고, 학벌의 세습화를 통한 사회
계층간 불평등 의식이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사회발전의 기반인 사회적
신뢰 구축 곤란해지는 등 학벌의 영향력이 지속 시 사회계층간 단절 및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
4) 이러한 점에서 학벌주의는 ‘수평적 학력주의’, 학력주의는 ‘수직적 학력주의’로 파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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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학벌주의․학력주의의 극복을 위한 논의는 고용․교육․정치․
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학벌주의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지목되는 교육제도의 경우 구조를 근본
적인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 정부인 참여정부는 우리 사
회를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며, 지역간의 균
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벌주의․학력주의 및 그 극복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되
고 있는 바를 많이 참조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국가행
동계획, NAP : national action plan)에 포함시켜 논의함에는 제한 내지 한계가 존
재한다고 본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신장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실행계획’을 말한다.5)
학벌주의 극복에 관한 논의의 목적은 ‘학벌 차별의 시정’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개
인적 내지 사회적으로 교육기능의 회복, 기업 내지 국가경제 차원에서 경쟁력 강
화, 능력중심의 사회 도모 등의 측면이 아울러 담고 있고, 또한 그 때문에 교육제
도․훈련제도의 전반에 걸친 개혁(필요성 및 그 방향)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 반
면, 국가인권정책 측면에서 인권신장 및 보호를 위해 교육제도(특히 대학입시 및
대학제도)나 자격제도(특히 교육훈련과 직업자격의 연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적절한 논거가 된다. 또한 사부문인 기업
에 대해 그 인사노무관리가 합리적인 인적 자원 활용이 되도록 국가가 일일이 규
제하고 감독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차별의 시정 내지 평등 보호를 통해 인권신장과 관련된 것
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정책대안의 내용으로서는 구체적인 차별의 시정 방안도 중요하지만, 사회의식의
개혁 방안도 중요하다. 학벌․학력 차별은 사회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학벌
주의․학력주의가 그 배경이자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자세히는, 유엔고등판무관실 지음(국가인권위원회 옮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02. 책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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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금지 논의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의 대상으로서 중요하
다. 특히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청년층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되어가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벌
차별은 사회적인 극소수에 대한 특혜 그리고 사회적인 대다수에 대한 배제라는
형태로 차별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벌․학력 차별은 겉으로 드러나게 행해지기보다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벌주의․학력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학벌․학력 차별은 장애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른 차별 사유와
중첩됨으로써 더욱 차별적 요소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학벌․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구체
적인 차별의 시정을 위한 방안과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 모
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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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1. 차별의 현황
가. 학벌에 의존하는 기업체 채용 관행

6)

1) 기업 내부의 인식과 차별
기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기업체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의 64.0%가 “기업체의 직원 채용시 학벌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자의 채용시 학벌을 중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54.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명문대학 출신자의 잠재능력
을 믿기 때문”(53.7%), “명문대학 출신자의 생산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24.1%),
“학벌을 통해 주변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22.2%) 순으로 응답하였다.7)
한국교육개발원이 기업종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7%가
“채용시 학벌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학벌을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재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
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실제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는 믿음 때
문”(16.9%), “관례 때문”(14.3%), “좋은 인맥 때문”(9.8%)의 순이었다. 특히 “명문
대 출신만 입사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13%에 달해 합격여부를 떠나
입사지원서 접수조차 학벌에 따라 기회를 달리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
6) 현황에 대한 정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2003.12., 71-77면; 박홍기․김재천, 『학벌리포트』, 더
북, 2003, 19-25면(이 책은 대한매일(현 서울신문)의 기자인 필자들이 대한매일에 ‘학벌타파’
라는 제목으로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심층 연재 기획하여 보도한 자료를 모은 것임); 홍
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
원, 2002, 90-133면 등을 주로 참조하였음.
7) 정태화 외,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76면․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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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채용정보업체인 R사가 기업 인사담당자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가 “구직자의 학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다. 학
벌을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 57%가 “학벌이 채용시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응답
했고, “학벌이 좋은 사람은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 업무 성과를 잘 낸다”는 응답이
25%를 차지했다.9)
모 인터넷채용정보사이트가 구직자 705명을 대상으로 ‘취업시 차별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차별 유형으로
는 출신 대학이 어디인지에 따른 차별을 지적한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력(18%)’, ‘외모(13%)’, ‘지역연고(8%)’ 등을 꼽았다.10)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기업의 채용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
석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실제 업무에 적합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임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채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경력자
위주 채용’과 ‘수시 채용’으로의 전환이라는 채용 동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11)
J(1) 온라인 취업포탈사이트가 4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반 이상 기업이(58.5%) ‘수시 채용’을 채용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입사 서류 심
사 시 우선순위를 두는 항목으로 ‘근무경령’이 71.7%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
다. P 온라인 채용정보사이트가 2002년 7-8월의 총 5만1천여건의 채용 공고를 분
석한 결과 경력직 채용 공고가 신입직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벌․학력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학력란을 제외하여 출신학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기업이 늘고
있다. J(2) 온라인 채용정보사이트가 2002년 8-9월의 기업 채용공고 6만2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학력제한을 철폐한 기업이 38.5%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35.8%
8) 홍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
원, 2002, 104-107면.
9) 박홍기․김재천, 『학벌리포트』, 더북, 2003, 22면.
10) 대한매일, 2002.12.10.
11) 이하의 논의에 대해서는, 홍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2, 136-141면 참조. 아울러 141-161면에서는 국내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변화된 채용제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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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2.7%가 증가한 것이다.
채용의 때 평가방식에서도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보다 면접전형을 대폭 강화하
고 실제 문제해결 능력 및 실무 능력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
다. 면접의 방식에서도 프리젠테이션 면접, 블라인드 면접(무자료 면접), 심층면접,
다면접(임원들은 물론 현업 부서의 팀장도 참가) 등 다양한 면접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결과 학벌․학력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9년의 조사결과에서는, 기업체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출신대학, 학교성적,
전공분야로 나타났고, 특히 출신대학을 중요도 1위 2위로 응답한 빈도가 133명으
로 나타나 출신대학에 대한 차별이 선발과정에 잠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
그렇지만, 2002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면접점수(71%)를 가장 먼저 꼽았고, 그 다음
이 전공분야(50%), 적성검사(16%), 학교성적(16%), 출신학교(14%), 필기성적(9%)의
순이었다(복수응답).13)
2) 서류전형에서의 학벌 차별
기업체의 채용과정에서의 학벌 차별은 특히 1차 서류전형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00개 실태조사기업의 인사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한 분석에
따르면, 채용시 서류 전형 기준으로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출신대학(학벌)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대학의 서열은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이른바 명문대학”
→ “서울소재 주요 대학” → “서울소재 대학/지방국립대학” → “수도권대학/지방
사립 주요대학” → “기타 대학” 순으로 구별되어, 각각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기업의 평가제도 및 인적자원관리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1999,
(http://www.kli.re.kr).
13) 한국노동연구원, 「인사시스템 변화조사」, 2002.
14) 홍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연
구원, 2002,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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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개된 2003년도 A대기업 하반기 입사 내부사정기준 자료에서도 기업체
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배점
항목으로 학교(35%), 대학성적(30%), 어학성적(30%), 연령점수(5%)로 구성하고서,
학교점수를 서울대, 연세대(본교), 고려대(본교), KAIST, 포항공대는 100점, 서강대,
한양대, 경북대 등은 90점, 경희대 등은 80점, S대 등은 70점, Y대 등은 60점, 기
타 대학은 50점으로 채점하여 학교에 서열을 두고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다.15)
3) 채용의 현황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대학졸업자의 취업
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4.1%인 반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49.5%로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또
한 주요기업의 입사 비율을 보면 수도권 대학출신 입사자가 80% 내외인 반면, 지
방대학 출신 입사자 비율은 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처럼, 지방대학 출신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사실이다.16)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대학과 여타의
지방대학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전체 편입생들 중 지방대
학 출신자가 60%에 넘으면서 지방대학의 고학년은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지방대
학의 학생유치가 어려워 미달사태가 속출하면서, 지방대학은 이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4) 학벌 차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실태
채용시 학벌 차별이 심각한가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은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
난다.
15) 동아일보, 2003.10.31.
16) 윤덕홍,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추진 공청회 주제발표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2002 (홍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2, 107-10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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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회 각계층의 학벌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체 직원 채용시 학벌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가 전체 집단의 경우 68%에 이른 반면, 반대의 입장은 16.8%에 그쳤다. 동의의
정도는 대학생(67.3%), 교원(66.8%), 기업체 인사 담당자(64.0%), 기업체 대졸 근로
자(64.0%),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62.9%) 순으로 모든 집단이 높은 동의를 나타냈
다.17)
5) 소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채용 기준에서 학벌이 중시되고 있고, 사회 구성원도 직
업생활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체의 학벌을 중심
으로 한 채용 관행이 교육 분야에서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
다.
나. 인사관리에서 학벌의 영향
기업 내의 학벌은 다른 조직(예를 들면, 후술하는 정치적 영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영향이 적은 편이다. 과거에는 기업 내 학벌에 의한 파벌이 꽤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많이 없어져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특히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특히 기업에서 구조조정과 다운사이징이 확산되면서 보수 등 인사노무관리
에서도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게 되어 기업 내 학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고 본다.18)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업종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내 승진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은 취업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승진 시 학벌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친 반면, “중시하지 않는
다”는 응답은 45.6%로 나타났다. 다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이고, 5점
17) 정태화 외,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76면.
18) 박홍기․김재천, 『학벌리포트』, 더북, 2003,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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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평균 2.54이어서 전체적으로는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이동 배치 시 학벌 중시에 대해서도 승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의 경우 학벌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통(38.2%)으로
응답한 유보층이 많아 일부이거나 은연중에는 이동 배치 시에 학벌의 영향이 있
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본다. 회사 내에서 학벌에 의한 파벌이 존재하는가에 대
해서, 24.5%가 긍정, 30.0%는 보통, 45.3%는 부정으로 응답해 대체로 학벌에 따른
파벌은 부정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파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
벌에 의한 파벌의 존재에 대해 출신학교별로 다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명문
대 출신보다 지방사립대 출신들이 학벌에 의한 파벌의 존재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19)
또한, 학벌에 따라 근로자의 실제 역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 대해
46.3%가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학벌에 따른 역량차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많았다(보통: 36.8%, 긍정: 16.9%).20)
이러한 연구 결과는 채용을 제외한다면 기업에서의 학벌의 영향은 다소 약화되
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 학력 차별
대학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 취업 및 대우에서 대졸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별은 학벌 차별이 아니라 학력 차별로 파
악될 수 있겠다.
이정규는 대졸 학력 인플에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학력과 저학력간에 직
종․산업의 차이, 소득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저학력에 계층에 대한 불
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전후를 분기점으로 하여 현
재까지 학력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과도한 학력경쟁으로 인하여 학
19) 홍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연
구원, 2002, 108-113면․194면.
20) 홍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연
구원, 2002, 115-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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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상승이 이루어져 지난날 저학력자(중졸 또는 고졸)가 종사하던 직종에 고학력자
(대졸 이상)가 진출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고학력이 특권의 징표로서 인식되던
지난날과 달리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감소되면서 고
학력자의 취업경향이 하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저학력자는 시골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도시에서 기능근로자 혹은 서비스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는 반면, 고학
력자는 행정․관리직에 종사하거나 도시에서 전문가 혹은 사무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직업의 종류와 지역특성이 학력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사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진입함으로
써 학력간 임금격차가 좁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2000년도는 고졸 100% 기
준으로 대졸 이상: 150.9%, 전문대졸: 103.4%, 중졸이하: 87.8%, 전학력 110.8%), 고
학력의 경제적 가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아, 학력에 의한 소득의 불평등은 곧 계층의 불평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낮은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저
학력과 저소득의 세습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한다.21)
한국노동연구원(정진호 외)이 지난 1982-2002년 동안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력간의 임금격차는 199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그
이전에는 축소되다가 그 이후에는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고졸자와 대졸
이상자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고졸자의 임금
상승률이 대졸 이상자에 비하여 높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졸자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낮아져 대졸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22)
고용에서 저학력자의 학력 차별은 특히 ‘청년층’의 시기 크게 부각된다. 한국노
동연구원(전병유 외)이 고졸 미진학 청년층(15-29세)의 고용․실업현황에 대해 연
구한 결과에 따르면,23) 우리나라 청년층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 속에서 고졸
21)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 근원과 발달』, 집문당, 2003, 146-158면.
22) 정진호 외,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와 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4.4. 이 연구에
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학력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고학력자의 노동공
급 증가를 상회하는 노동수요의 증가, 숙련편향적인 기술지보 등에 의한 산업내 노동수요
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한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는 숙련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숙련근
로자의 공급을 증가시켜야 함을 시사받는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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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 고용 성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
제활동참가에서는 여성 고졸계층의 저조한 경제활동참가가 지속되고 있고, 취업에
서도 기존의 고졸 일자리가 전문대졸 중심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졸
취업률 자체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또한, 유휴화 가능성을
보아도 고졸계층이 인적자원의 축적이나 취업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기회에 있
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5)
취업된 청년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고졸의 경우 상용직보다는 임시
직이나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1980년대 고졸의 임금 수준은
대졸의 40% 정도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대졸과의 격차가 급속히 줄
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 5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층
중에서 고졸 남성의 직장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
으로 자기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한
다.

2. 정부정책
가. 실시
23) 전병유 외,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10., 3-70면 참조.
24) 2001년의 경우 취업률(취업자수/노동력인구)은 대졸이 74.2%, 전문대졸 74.7%, 고졸 63.4%
로 나타났고, 1994년의 경우 각각 71.3%, 74.9%, 65.3%와 비교해 보면, 대졸은 취업률이 증
가하였고, 전문대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고 있으며, 고졸은 취업률이 떨어졌다.
25) 1994-2001년 기간 중에 청년층 인력은 9.7% 감소한 반면, ‘비재학․비경활’ 인구는 약
30.3%나 감소했다. 청년 인력의 감소폭에 비해서 청년 유휴화 가능성이 있는 인력의 감소
폭이 더욱 컸다. 이는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하여 청년기를 비재학․비경활로 보
내는 유휴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졸 노동력
은 인력 감소와 비재학․비경활 인구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감소하여,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2001년의 경우, 취업 일자리 중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대졸 60%.3%, 전문대졸 50.1%, 고졸
실업계 35.5%, 고졸 일반계 29.2%, 고중퇴 10.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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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 금지 관련 일반적인 법령
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
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기본조항이나, 차별
금지사유로 학력과 학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조가 규정하
고 있는 근로조건에서의 균등대우는 모집․채용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한계를 갖는다.
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등을 이
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출신학교’를 명시함으로써 학벌에 따른 취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선언적 의미만을 지녀왔을 뿐, 실천에 있어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2) 공무원 임용․승진 관련 법규상의 학력 차별
공무원 임용․승진과 관련한 현행 법규 중에는 학력에 의한 차별의 소지가 있
는 것들이 있다.27)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행정자치부령 제00215호) 제4조
27) 이하의 논의에 관해 자세히는, 한국여성개발원(오정진 외),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2003.9, 73-74면․81-82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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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학력 제한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해서 비판을 받고 있
다.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연
구관․지도관의 경우 수업연한 4년제 대학 이상, 연구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지도사의 경우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
해 직 공무원의 시험 자격을 학력별로 구분하고, 특히 관련 전공이나 경험과는 관
련없이 학력만으로 당해 직급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일부개정 2004.3.1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7호) 제
82조에서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일부개정 2003.12.29 헌법재판소규칙 제152호) 제57조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에서 학력 제한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승진에 있어서
는 오히려 학력을 평가하고 있어 학력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임용
및시험시행규칙 제23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33조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승
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항목에 ‘학력’을 포함시켜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장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학력과 학벌은 평등권 침해차별행위(제30조 제2항)로 규
정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인원위원회는 모집채용상의 학력, 학벌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도에 채용을 실시한 62개 주요업체(민간대
기업 58개, 공기업 4개)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분석하고, 기재를 요구한 항목
중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삭제해야 할 항목의 제출을 해당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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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상 업체 모두 삭제항목을 통보해 왔으며, 평균 삭
제 항목수는 11.8개였다.
해당 업체가 통보해 온 자진삭제 항목 중에는 학력사항(졸업학교명, 학교소재지,
본/분교, 주/야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졸업학교명에 대해서는 기재를 요구했던
61개 업체 중 불과 4개 업체만이 삭제방침을 통보해 왔을 뿐이다.28)
이처럼 학력이 여전히 채용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
인된다.
한편, 인권과 차별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는 연구모임
인 ‘차별연구회’는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 신분(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2003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했다. 진정 대상이 된 기업들은 사무직, 행정직, 전산직, 또는 기술직 등의
직종 지원 자격으로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내용상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학력을 기준으
로 채용공고를 냈다면, 그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차별연구회는 인권
위 진정서를 통해 “(기업 측에서) 학력과 연령 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
장하려면,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요건’이나 ‘사업상 필요
성’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진정 대상이 된 기업과 기관들은 대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나 특정 연령 층 이외의 사람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
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9)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정사건의 조사 결과 상당수의 피진정기관 및 기업이 채용
제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진정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22곳 중 상반기에 모두
19곳이 나이 및 학력에 제한을 두는 채용기준을 철폐 혹은 완화했다. 채용기준을
바꾸지 않은 3곳과 부분 시정한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
권고 대상의 범위와 수준에 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0)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62개 업체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시정」, 2003.6.26.자 보도
자료.
29) 일다, 「20대 대졸자만 입사자격 있다?」, 2003.12.24.
30) 연합뉴스, 「공기업 등 채용때 학력․연령 제한 ‘폐지’」,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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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채용 제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에서 학력․학벌․지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무자료
면접’(blind interview)제도가 도입되고 있다.31)
KBS의 2004년 예비 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자 137명 중 지방대학 출신자
49(35.8%)명이 합격하였다(한국방송공사, 2003). 이에 따라 이른바 SKY대학 출신은
2002년의 52명에서 3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가기간 방송기관인 KBS가 지역
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대할당제’와 전형과정에서 거주지 및 출신고
교명․출신대학명을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무자료 면접’(blind interview)
제도를 도입한 결과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2003년 10월 실시한 신입 직원 선발 시험에서 학교명, 학
교소재지 등 입사지원서상의 학력․학벌란을 폐지하고, 지원자의 학력․학벌, 전
공, 출신지역 등의 신상정보와 필기시험 성적 등의 자료없이 완전한 ‘무자료 면접’
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불이익과 편견의 소지를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채용 제도에 따라 2003년 신입 직원 채용의 지역별
대학비율이 서울 소재의 경우 38%(2002년 54%), 서울 외 소재 62%(2002년 46%)로
전년보다 서울 외 소재 대학의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학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로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나. 정부정책의 계획
참여 정부는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참여 정부는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10
번째 과제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제시하고, 이중의 두 번째 하위 과제
3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연구보고서, 2003.12., 51-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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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대 차별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차
별으로는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지적되고 있다.
학벌․학력차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계획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움직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차별을 포함하여 차별금지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
책을 세우고 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계획의 내용에 지방대․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능력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국책연
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1)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월 14일 성(性)․장애․학벌․외국인․비정규직 등에
대한 5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밝
혔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권과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만든 뒤 5
년내에 각 영역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적극적 차별시정정책 시행 의 근거를 마
련한다는 방침이다.
학벌․학력과 관련하여서는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이나 특정 학교 또는 교육기관
의 졸업․이수 여부를 이유로 고용상의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의 제정 계획에서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포함),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등을 들고 있어, 학벌․학력 차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2004년
4월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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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25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하여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결한 데 따라,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학
벌주의 극복 민관 합동기획단’(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정기언)을 구성하고
(기획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여성

부․국정홍보처․중앙인사위원회 등 8개 부처의 국장급 인사와 경제계․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의 민간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을 정책연구기관으로 하여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연구토록 하였다.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정태화 외)은 연구 결과를 2003년 12월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라는 보고서로 제출하였다.32)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4년 4월 6일「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참여 정부의 최초로 발표되는 종합적인 계획에
해당된다.33)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은 추진 목표를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의 극복으로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
심사회 구현”으로 세우고, (1) 대학서열 구조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 (2)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3) 불합리한 법․제도․관행 등
3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연구보고서, 2003.12.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진
단과 원인 구명, 그리고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탐색함을 주 목적으로 연구하
였다. 이를 위해 사회․교육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벌주의의 현상과 폐해 실태를 종합적
으로 진단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도움을 주는 외국의 정책이나 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
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
기 위한 범부처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3) 그렇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확정된 정책’이라며 대책을 발표하는 도중, 장관이 아
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를 번복했다.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국무위원들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안을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재
경부 등 8개 부처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부처간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총선 등을 의식해 발표를 서둔 게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을 받았다. 문화일
보, 「설익은 교육정책 발표 왜 서둘렀나」, 2004.4.7.; KBS TV 뉴스, 「지방대 채용목표제
정부 내에서도 논란」, 2004.4.6. 등 참조.

- 173 -

학벌관련 각종 차별 해소, (4) 사회적 인식개선과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추진과제
로 설정했다.
그 중 고용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4)
(1) 지방대학육성과 관련하여,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확대 정책 추진
: ①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
공채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 출신자의 합격비율이 20% 이하면 정
원 외로 추가 채용하는 방안, 추가합격을 합격선의 -1점, 추가합격
상한비율 5% 이내로 제한) 및 ‘지역인재 추천채용제’(학교장이 추천
한 자 중 일정 전형을 거쳐 연 30명을 선발, 3년간 계약직 근무 후
6급으로 특별채용, 행정직 15명, 기술직 15명, 광역 시․도별 10%
이내) 도입, ②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
부문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 추진

34)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
책」,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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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지원 : 다양한 평가방식에 의해 능
력중심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연봉제․성
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노사자율적 도입을 적극 지원),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전문 연구기관 혹은 관련 학회의 연구를 통
해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평가도구 개발․보급
(3) 국가직무능력표준(KSS) 제도 도입 :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정해놓고 이에 따라 교
육․훈련․자격제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국가직무능
력표준제도(Korean Skills Standard)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능력
을 평가인정하는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취업 및 직무평가 등에 있어
학벌의 영향력 축소
(4) 다양한 기능인 우대정책 도입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지
원 확대,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기능인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5) 불합리한 법․제도․관행 등 학벌관련 각종 차별 해소 :
① 적극적 차별금지 조치 법제화 - 차별금지원칙 및 개념정의,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기본법(국가인권위
에서 입법 추진중)에 포함 검토
② 기업체(경제계)의 학력․학벌 위주 고용관행 개선 권고 - 국가인
권위원회 및 시민단체의 정책 권고를 통해 입사지원서 학력란 폐
지, 서류전형시 명문대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미부여 등을 유도
③ 지역인재 유치정책 적극적 도입 유도 - 지역단위별 인력 양성․
활용 연계체제 마련(해당지역의 산․학․연․관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위주에
집중 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역인재 유치 우수사례를 적
극 홍보해 나감으로써 전국적 확산 도모,

지역여성들을 위한 맞

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고학력 미취업여성을 대상)
④ 기업과 외국의 우수제도 및 사례 홍보
⑤ 범정부적 학벌주의 극복 추진․지원 기구 지속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의 기초가 되었던 한국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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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의 연구에서는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과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
책을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35)
첫째,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의 방향은 기업체의 채용․승진 등
의 과정에서 학벌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 표준직무능력체제’
를 도입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시키고 이 표준에 부합하는 인력
을 채용하고 인사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채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나 도구가 부족하여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학벌을 개
인의 능력 지표로 간주하고 학벌을 중시하는 채용관행이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기업체가 원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시키고 이 표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채용
하도록 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영․미권 국가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표준직무능력 체제’(National Skill
Standard)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 기초능력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직업 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입사지원서의 출신대학교란을 폐지하고,
서류 전형시 명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한,
신규 및 재직 근로자의 고용 관리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벌 등 불평등 요소
를 철폐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 채용․승진 기준을 공개하는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우수 고용 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사
업’의 실시를 제안한다.
둘째,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의 방향은 정부기관은 물론 투
자․출연기관에서 능력․성과주의적 인사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국
민에게 알리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벌을 중시하는 민간 부문에서의 관행 개선을
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연구보고서, 2003.12., 114-122면․135-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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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고시 등 주요 자격․채용시험에서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지방대
학 출신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채용장려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강제 할당 방식을 지양하고, 인턴제의 도입을 통해 능력이 검
증되는 경우에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나아가 민간 기업체가 이와 유
사한 방식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
한다.
또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한다. 독립적으로 학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관련 법령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
용정책기본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참조하여 공공기관에 한해 특정 대학 출신
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정부는 국가고시 등 주요 자격․채용시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비례 및 지방대
학 출신자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제도는 1997년도에 10년간 한시적 조치인 ‘인재지역할당제’로 논의되다가, 참
여정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제기되어 ‘채용장려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국가균
형발전위원회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인재지역할당제는 특정지역 인사편중 시
비를 막고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관하
는 각종 선발시험에서 지역 인구비율에 따라 인재를 뽑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대졸업 인재의 채용장려제 안
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강제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제를 도입해 지역
별로 배분하고, 인턴기간 능력이 검증되면 채용하는 방안과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
인재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6)
36) 한겨레, 「지역인재할당제 위헌소지 채용장려제로 바꾸기로」, 2003.4.24.; 국가균형발전위
원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국정과제회의 보도자료, 2003.7.24.

- 177 -

한편, 국가가 지방대 인재의 육성 및 채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NURI사업)의 시행이 준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관
된 대학별 특성화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집중지원하는 사업이다(2004년도
2,200억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3,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1조 4,200
억원이 투자될 전망). 지방대학에 대한 분야별 집중 투자로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
하며,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날로 심각
해지는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지역내 각 부문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
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혁신체계(RIS : Resional Innovation System) 구
축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37)
공공부문에서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다. 한국방
송공사(KBS)는 2004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역권 선발인원 58명 중 25명을 3개
지역권(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강원권) 소재의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며,38)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부터 모집예정 인원의 25% 이상을 우선 지방대 출신으로만 선발하고 나머지 75%
는 지방․서울 구분없이 충원하는 ‘지방우대제’ 실시할 계획이다.39)
4)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가) 개요
학벌주의나 학력주의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학벌․학력
을 대체하는 적극적인 평가기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 모색된다. 예로는 직무
능력의 표준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 기초능력을 개발하고, 자격제도를 정비하
는 방안을 들 수 있다.
37)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사업계획서」, 2004.1. 및 「「지방대
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확정 발표」, 2004.1.14.자 보도자료.
38) 문화일보, 2003.8.11.
39) 연합뉴스,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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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의 표준화의 필요성은 기업체의 채용과정에서 학벌이 발휘하는 영향력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원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시키고, 이 표준에 부
합하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망된다.
그런데 원래 직무능력 표준화는 직업훈련의 실효성 및 자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학벌․학력주의의 극복을 위한 것은 그 주된 목
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업훈련과 자격 그리고 산업현장의 요구가 일관성 있
게 연계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이에 때라 직업훈련의 실효성 및 자
격의 공신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직
무분석으로 직업훈련과 자격에 일관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인적자원개
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직업능력표준은 제정 주체와 적용범위에 따라 사내, 단체, 국가, 지역, 국제 직
업능력표준이 있다. 이중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관리․운영하는 직업능력
표준이 국가직업능력표준이다. 즉 국가직업능력표준이란 직무성과에 초점을 둔 것
으로서 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혹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국가직업능력표준은 민간 및 공공기관의 훈련 및 자격 기준 개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체의 수행평가, 인사선발, 경력개발, 교육․훈련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와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
재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양 쪽으로 별개로 진행되어 왔다. 용어에도 부처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노동부는 ‘국가직업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이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n Skills
Standard)이라 한다. 양 부처의 표준은 그 개념상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노동부는
산업현장중심으로 훈련과정과의 연계에 중점을 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과
정과의 연계를 통한 자격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는 등 접근 및 활용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노동부에서는 200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평가원)에 국가직업능력표준개
발 기획단을 구성하여 국가직업능력표준 시범개발에 착수하였다. 2002년 자동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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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 5개분야 20개직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2003년 기계설계 등 5개분야 20개직
종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에 대한 훈련기관의 검증을 통한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려 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을 위한 산업․직종별 개발
분야․직종 체계화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40)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직업능력표준의 성공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훈련 및
자격제도에 시범적용하여 실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교육부문에도 확대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산업현장(일) 중심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과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노동계, 경영계, 정부와 교육․훈련․
자격관련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반영 및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자격의 수
준평가제 도입, 학력-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기초소양인증제 등의 법적근거 마련한
다는 계획 아래 2003년 6월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국가직무능
력표준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안(1종)의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41)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하여 자격체제를 구축하
고자 한다. 자격체제( KQF :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는 국가직무능력표
준(KSS)을 구성하는 개별 유니트의 질 관리를 통해 자격의 수준을 관리하는 자격
의 수준관리 체계이다. 자격체제의 기대효과로는 자격간의 수준비교, 자격과 학력
의 연계설정 등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평가․관리를 할 수 있
고,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경력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
가 차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지표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궁
극적으로는 교육․훈련․자격 제도간의 연계가 KQF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수 있
다고 본다.

40) 노동부,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 3차회의 자료, 2003.11.13.
41) 교육인적자원부,「자격기본법 개정 관련 쟁점 사항」,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 3차회의 자
료,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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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사정위원회는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과정 등에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
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근로자가 산업환경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제21차(2001.7.31) 본위원회에서 “직업훈련제도 개
선방향 관련 합의문”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동 합의문에 의거 정부는 국
가직업능력표준 수립, 운영 등에 노사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 보장하는 방안
을 강구하고자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을 2003년 의제로 제안하면서, 산업현장 중
심의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개발단계부터 노․사․정의 다양
한 의견반영과 합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노․사․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직
무/직업능력표준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 개발 관련 합의문

42)

1. 노․사․정은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기반으
로 “일-교육․훈련-자격”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노․사․정은 각자가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개발 및 활용의 주체라
는 기본인식 하에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강구한
다.
○ 노․사는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개발에 소속단체(협회)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의 활용도 제고와 근로
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는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개발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과
노․사의 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노․사․정은 개발된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개선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틀이 마
련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2)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 개발 관련 합의문」, 20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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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일-교육․훈련-자격”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의 표준을 개
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관계에서 학벌․학력주의 내지 학벌․학력차별은 학
벌․학력을 대신하는 유효한 적극적 평가방법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에
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은 학벌․학력 차별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겠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직무능력이 표준화되고 기업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보
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 인력 채용에 적극 활용하는 경우 학벌․학
력 차별이 극복될 수 있겠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벌․학력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의 내용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좀더 깊은 고찰
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공업과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학
벌․학력차별의 문제인 4년제 대학의 교육에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
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고찰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체제는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국가는
직무능력의 기준을 공인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이 기준을 참조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의 중간에서 직
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매개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체제의 적용범위가 전문대
학 이하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직업분야는 아직까지
는 공업과 서비스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학벌이외에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방안이 많지 않
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들 나라의 경험을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공업과 서비스 분
야 이외에 사회 실무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
적한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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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험개발하고 있는 대상은 아
직까지는 공업과 서비스 기술 분야에 제한되고 있다.44)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방식이 Top Down식 개발이 아닌 Button Up식 개발이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기존에는 전문가들의 직관에 기초한 산업현장, 직업, 직무의 구조
및 범위에 대한 Master Plan을 설계하고 이를 기초로 자격 및 훈련 등의 체계를
설계하였으나, 이는 실제 현장에 부합하는 체계를 설계하는데 있어 한계를 있었다
(Top-Down 접근방식). 그래서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산업현장, 직업, 직무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 산업현장, 직업, 직무의 구조 및 범위에 관한
Road-Map방식으로 설계하고, 이를 기초로 현장에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 및 훈련
체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있다(Button-Up 접근방식)고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4년제 대학 특히 인문사회 분야에서 실효성이 있는 국가직업
능력표준의 개발이 가능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에는 노사의 참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노사관
계는 산업별․직업별로 노사간에 책임있는 주체로서 기능하기에 부족한 면이 아
4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연구보고서, 2003.12, 115면.
44)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 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
<2002년>
개발영역 : (5개분야) 전기공사, 자동제어, 용접, 자동차정비, IT
개발직종 : (20직종) 송전, 변전, 배전, 내선공사, 자동제어, 자동차 차체정비, 자동차정비, 자
동차새시, 자동차전기전자, 프로젝트메니저,네트워크엔지니어, 네트워크운영, LAN설치, 초
고속인터넷장치, 전기용접, MIG용접, MAG용접, 서브머지드용접, 피복아크용접
<2003년>
개발영역 : (5개분야) 기계설계, 기계가공, 건축설계, 건설시공, 미용서비스
개발직종 : (20직종) 기구설계, 기계설계, 유체설계, 공냉조설계, 밀링, 선박,연삭,호닝, NC프
로그래밍, 전용공작기계,건축설계, 토목 조경설계,안전관리,환경관리,품질관리,공정관리,헤어
미용,피부미용,네일미용,메이크업
<2004년> 계획
건설시공 등 10직종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 「국가직업능력표준」,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 설명자료,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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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많다는 점도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둘째,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과 그 정착은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시도하는 국가직
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이와 연계한 자격체계의 구축은 중․장기계획 하에서 단계
적 접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즉 도입기(2003∼2007년) → 정착기(2008∼2012년)
→ 확산기(2013 ∼2017년)의 단계를 나누어 계획하고 있다. 이는 특히 교육인적자
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시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이 자격체계의 구
축과 관련하여 직업훈련기관과 자격제도의 개선 이외에도 교육기관의 개선과 연
결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을 자격체계와
맞추어 재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45)

3. 전문가 제안
가.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이정규는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특권과 프리미엄을 최소화 내지 합리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46)
이한은 학력중심의 사회가 능력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협조행위를 적극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력폐지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학력폐지법(또는 “학력폐지및자격증검사에관한특별법”)은 학력에 의한 차별을 금
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더 강한 적극적인 금지 조치를 포함한다. 학교의 학력(교육
기관 또는 훈련기관이 발급하는 졸업장, 수료증, 성적 기록, 기타 기록과 증명서를
말함) 수여, 개인의 학력 제시, 고용주의 학력 요구 및 간접적 조사 모두를 위법으
로 만드는 것이다. 학력의 폐지 대신 합리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45) 조정윤(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직무능력표준(KSS) 도입․개발․적용 방향」, 노사정
위원회 경제소위 설명자료, 2003.11.13.
46)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 근원과 발달』, 집문당, 2003,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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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증 범위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47)
위와 같은 학력폐지법의 제정은 졸업장 등 학력과 관련된 증서와 기록의 사용
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구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그
러한 내용의 법률 제정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법률을 통해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나.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폐지
홍영란 외 연구48)에서는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약 30%의 기업들이 아직도
학력을 차별하고 명문대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채용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하며, 기존의 획일적 방식을 지양하
고 전형방법의 개선 등 채용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와 관련하여 입
사지원서의 학력란을 폐지할 것과 서류전형시 명문대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
록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입사지원서의 학력란의 폐지는 성별, 연령 등 그외의
각종 차별적 요소들과 함께 사라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 경쟁력 증진의 관점
에서 채용을 책임지는 기업들의 동의와 동참이 있어야 하고, 국민과 언론의 공감
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세근49)은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학력란을 없애는 일이 시급
하다고 주장한다. 입사지원서의 ‘학교명’이라는 빈칸은 실제로는 국가와 기업의 경
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학벌’이라는 원죄를 담는 그릇으로 본다. 입사지원서의 학
력란 폐지가 형식적으로만 그러하고 내용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를 시민운동으로 연대시킴으로써 학
력파괴는 점차적으로 모집시(○○ 이상의 학력자에 한함), 채용시(직무경력과 구분
47) 이한, 『탈학교의 상상력』, 삼인, 2000.
48) 홍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연
구원, 2002.
49) 정세근, 「입사지원서의 차별해당성 여부 -특히, 학벌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입
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3.10.30.,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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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학력에 따른 가산점 부여), 임금결정시(학력에 따른 호봉이나 연봉 계산), 승
진시(특정학력자의 승진비율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점차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국내 기업의 인사 담당자 10명 중 6명은 입사 지원서의 학력 항목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5월 채용정보업체 R회사가 국내
187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체의 59.4%가
“입사지원서의 학력 및 출신학교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력란을 삭
제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44.1%가 “학력 및 출신학교와 업무능력은 무관하
기 때문”이라 고 응답했으며 “능력위주의 채용을 위해”(36%), “학력 및 출 신학교
에 따른 차별철폐를 위해”(11.8%), “회사내 위화감 조성 을 막기 위해”(8.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학력 및 출신학교 항목 폐지를 반대한 인사담당자들 가운데는
67.1%가 “객관적인 평가자료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6.1%
는 “기업내에 학벌주의 풍토가 여전히 강하다”고 응답했다.50)
다. 지역인재 채용 및 특정 학벌의 독점금지
1997년 경북대, 강원대 등 15개 지방대학 총장들과 부산 등 12개 시․도의회 의
장으로 구성된 ‘인재 지역할당제 추진위원회’는 국가고시와 주요 자격시험 합격자
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뽑는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지역간 균등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기술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 등 주
요 시험에서 모집인원 또는 합격자를 인구비례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할
애하는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훈(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51)은 공직에서의 지역별 인재할당 및 독점금지를
주장한다. 학벌이 일종의 현대판 신분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지역인
재를 할당하여 등용하며(지역인재 의무고용제), 소극적으로는 공직자 채용과 임명
50) 문화일보, 「“입사원서에 학력기재 말아야” 60%」, 2004.5.6.
51) 홍훈, 「학벌타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 『학벌타파와 지역별 인재할당
제』, 학벌타파 대안토론회 자료집, 2003.2.22, 1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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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대학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대학별 공직 제한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방대학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전국의 거점국립대학을 비롯한 지방
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으며,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각 지역에서 공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벌 없는 사회로 가려면 사
회 권력을 몇 개 대학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 곳에 권력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몇 개 대학 출신이 고위공직
을 일정비율 넘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국가 개
입이 가장 쉽고, 사회에 미치는 힘이 가장 큰 공직부터 제한이 필요한데, 고위공
직자의 임명시 특정대학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4. 국제기준 및 외국 사례
학벌․학력 차별 금지는 우리 사회의 특유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한 외국사례나
국제적 기준은 발견되지 않는다.
국내의 연구들은 선진국에서 학벌주의가 작용하지 않는 이유로 그 대비되는 개
념인 능력주의 내지 성과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
서 능력주의에 관한 제도들에서 학벌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으려 한다. 유의할 점은 그러한 제도들이 학벌이나 학력 차별을 극복하려는 것
을 직접적인 목적에서 고안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한 제도에 의해 결과적
으로 학벌이나 학력의 차별이 작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제도가
아니라 기업내의 제도를 소개하는 경우52)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구 선진국의 예로서 거론되는 것으로는 (1) 미국의 기업의 성과주의․능력주
의 인사제도와 그것에 영향을 미친 법제도로서 「직위분류법」(Classification Act,
1923) 및 보수평등법(Equal Pay Act, 1963)․민권법(Civi Rights Act, 1963) 등 다
양한 차별 금지법령이 있으며, (2) 미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SS: National Skill
52) 예를 들면, 홍연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교육개발연구원, 2002, 162-184면에서는 외국 선진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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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과 관련법(National Skill Standard Act, 1994) 또는 영국의 국가직무능력
표준(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등
을 들 수 있겠다.53)

5. 정책 대안
가.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1) 필요성
고용상 학벌․학력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벌․학력에 의한 차별
이 법상 금지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벌․학력에 의한 차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학벌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내세
워 이를 정당화하거나, 학력으로 대변되는 잠재적 능력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한
다. 이는 학벌․학력에 대한 근거없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차별은
학벌주의․학력주의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한다. 그러므로 고용관계에
학벌․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학벌(출신학교) 또는 학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학벌․학력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학벌․학력 차별이 부정적인 가
치이며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바로메타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2) 내용
학벌․학력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학벌․학력차별의 금지의 내용은 특정 단계
53) 외국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
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2003.12., 29-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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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특혜 또는 차별의 경우, 특정 출신학교 또는 교
육기관의 이수․졸업을 이유로 불합리한 특혜 또는 차별의 경우를 금지하는 형태
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상 차별의 금지와 관련하여 고용의 제반 영역(모집, 채용, 교
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학벌․학력 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모집․채용의 단계에서는
학벌․학력에 따라 별개의 채용방법이나 채용경로를 달리함으로써 차별하는 경우,
직무와 무관한 학벌․학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거나 평가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차
별하는 경우 등이 금지되는 행위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벌․학력차별금지법에서는 교육․직업훈련 영역에 있어 학력 차별 금
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학벌주의․학력주의를 조장하는 것에 대하
여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 적극적 조치의 문제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출신지역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예:
고위공직제한 또는 인재할당, 지방인재 채용장려)가 학벌차별의 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울․수도권 대학졸업자(특히 명문대학이 아닌 경우)에 대한 역차
별이라는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학벌․학력차별금지법에서는 출신지역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
치가 학벌 차별의 시정에도 기여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폐지
1)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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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서 학력의 기재는 출신 대학교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서열에 따른
학벌 차별과 4년제 대졸, 2년제 대졸, 고졸 사이의 학력 차별로 작용하여 왔다. 특
정 대학 출신이라는 학력이 취업 대상자의 현재 또는 잠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 비추어 지금까지 학력란의 기재 내용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실상 삼아옴으로써 학벌․학력 차별을 행해 온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사지원서에 학력란의 폐지를 주장하
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 내용
학력란의 폐지 방법으로는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경우 그 법에서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삭제를 명문화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물론 학력란의 폐지는 모든 학력란에 대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
요한 학력란의 기재”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전
문학력이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학력란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전문학
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한다.
또한 학력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출신학교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전공까지만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고고학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 학력란에는 “대학(2년제 이상)의 고고학 관련 전
공 여부(

)”만 표시하도록 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전공에 대한 전문성 여부는 채용시 면접, 실기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또는 시용(試庸) 단계에서 실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러한 방식으로 기업 채용․인사가 이루어져야 학벌․학벌의 차별을 막을 수 있다.
굳이 출신 학교의 기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출신 학교의 이름을 전문성 능력
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이는 학벌 차별과 다름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전문학력의 필요성은 매우 엄격히 판단되어
야 한다. 단지 대학의 특정 학과 졸업 또는 전공이라는 이력만으로 그러한 전문성
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에서의 전공 여부보다는 전문적인 자격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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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전문적인 교육훈련과정(인턴쉽 프로그램 포함)의 이수 여부 등의 사항이 오
히려 필요성이 강하다. 전문학력의 기재 필요성에 대한 사례적 접근을 통해 채용
관행에서 “학력의 중시”가 “능력의 중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
이다.
다.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채용시 지역 인재 채용 장려
1) 필요성
고용관계 특히 모집․채용 단계에서 지역인재의 채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적극
적 조치의 도입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다. 적극적 조치로서 검토되는 방
안으로서는 (1) 특정 학벌의 채용을 제한하는 방식, (2) 지방 대학 졸업자의 채용
을 장려하는 방식, (3) 지방 대학 졸업자의 채용을 할당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가장 일반론적 반대 견해로서 능력주의에 어긋나는 역차별이 발생한
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모집․채용 단계에서 학벌․학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
는 등의 불평등한 요소를 배제하고 시험제도 등에 의해 능력자를 공평하게 선발
하는 한, 이와 별도로 학벌․학력을 이유로 한 적극적 조치는 불필요하게 되며 오
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인재의 취업이 학벌․학력주의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
하면, 공공부문에서 공평한 선발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 적극적 조치가 불필
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을 통해 사회가 달성
하려는 목표가 단지 사업성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련된다.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인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역인재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서울․수도권-지방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내용
지역인재의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채용시 지역인재의 채용을 장려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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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경우
그 법에서 지역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역인재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모색함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검토되
어야 한다.
첫째, 우대 조치의 대상 기준은 지방 인재가 아니라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하여
야 한다. 즉 각 지역 권역에서의 모집․채용에서 그 지역 출신 대학 졸업자에게
채용의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벌 차별과 관련하여 우대 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한정하는 기준을 적절
히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출신대학의 서열은 대체적으로 ‘전국적
인 명문대학’ → ‘서울소재 주요 대학’ → ‘서울소재 대학/지방국립대학’ → ‘수도
권대학/지방사립 주요대학’ 순으로 구별된다. 그 중 어디부터 우대 조치의 대상으
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지방대학 출신자만 우대하려는 경우
‘서울소재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전국적인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교하
여 느끼는 차별성은 해소될 수 없다. 또한 ‘서울소재 주요대학’이나 기타 ‘서울소
재 대학’을 포함하여 그 이하의 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려는 경우 실제의 우대 효과
가 ‘서울소재 주요 대학’(또는 기타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그보다
서열이 뒤인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우대의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이처럼 우대 조치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그간 채용할당(또는 우선채
용)제나 채용제한 등의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 제안의 경우 그 1차
적인 목적 내지 효과가 학벌 차별의 해소에 있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대 조치의 대상 기준을 ‘지방대학’이 아닌 ‘지역대학’ 출신으로
정하려는 지방인재 채용 관련 적극적 조치 제안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이러한 제안은 지방인재의 활용이 아니라 지역인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
근한다. 이는 각 지역 권역에서의 모집․채용에서 그 지역 출신 대학 졸업자에게
채용의 우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수도권 지역 단위 또는 전
국 단위의 모집․채용에서 다른 지방 출신 대학 졸업자에게 채용의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울․수도권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에게 우선 취
업의 기회를 부여함은 전국적 명문대학이 아닌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느끼
- 192 -

는 학벌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음은 물론 지방 대학 출신자와의 관계에서 역차별
만 가중되며, 지방 대학 출신자의 채용 후 서울․수도권 거주로 인해 인구의 수도
권 집중의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각 지방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자
에 대해 우선 조치를 하는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맞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
공부문 기관이 서울․수도권 권역에서 지방으로 지역적 분산이 되어야 비로소 지
방인재 활용의 적극적 조치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전국적
규모의 기관인 경우에도 지방 권역별 모집단위를 달리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
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인재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모색은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이며 그 결과로서 서울․수도권 위주의 학벌주의가 완화
되는 것이다. 반면 단적으로 말하면, 지역인재의 활용만으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존재하는 대학서열화 구조를 통한 학벌주의는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중할
수 있는 위험마저 존재한다.
결국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일환으로서 지방 차별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학벌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접근에서는 신중한 설계
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인재의 활용의 방법으로 채용제한이나 채용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접
근보다는 채용장려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이 대상의 제외자와의 관계에서 역차별
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겠다. 채용장려제의 예로서는, 공공부문 기관이 당해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한 인재를 연간 전체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에 할애하는 방식을 들 수 있겠다.
채용장려의 방식은 대상자에게 채용 후 조직 융화를 용이하게 하여 대상자의
고용권 보호에도 바람직하다. 채용제한이나 채용할당의 방식이 시험제도와 결합하
여 기계적인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오히려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학인 지방 대학 출신이라는 낙인을 갖게 된다. 학벌․학력의 차별의
문제는 능력과 무관한 출신 대학을 이유로 차별을 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간접
적인 채용장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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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인재의 활용을 위한 우선조치는 (1) 그 지역내의 학벌 차별이 오히려
강화하지 않도록 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며, (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조
치와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인재의 활용은 그 기준을 그 지역 대학 출신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대학 학력’을 전제하는 것으로 오히려 학력 차별의 위험이 발생한다. 인턴쉽
과정이 4년제 대학들과만 연계되어 설치되는 경우 대학 미진학자(고졸자)나 2년제
대학 출신자들은 우선적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용장려
의 프로그램에서는 당해 지역 대학들(2년제 포함)간의 평등한 접근 및 대학 미진
학자를 위하여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로 일정 부분 할애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인재의 채용 장려는 여성, 장애인 등 다른 기준에 의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 실시하는 적극적 조치와 연계되어야 한다. 여성, 장애인 등의 요소와
학벌․학력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채용시 차별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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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1. 차별의 현황
가. 주요 고위 지위에 특정 대학 출신자들 중심으로 진출

54)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주요 고위 지위는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특정 대학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출신이 많아 “권력의 독식”이라고 까지 비유
된다. 이러한 현상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각료
역대 정부별(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로 정부 각료(국무총리․장
관)의 출신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출신의 각료는 모든 정권에서 높
은 비율을 차지하여 왔고(각 52.7%, 56.3%, 68.1%, 45.0%),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
출신은 매우 낮은 비율을 점해 왔다(연세대, 고려대의 경우도 10% 미만 정도).55)
현 정부에서도 2003년 3월 현재 전체 35개 장관급 직책 가운데 57.1%를 서울대
출신이 점하고 있다.56)
2)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
2001년 3월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
급공무원 243명의 56.4%가 서울대 출신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대(8.2%), 연세대
(7.8%), 한국외대(2.9%) 출신이 뒤를 이었다.
54) 현황에 대한 정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2003.12., 60-63면; 박홍기․김재천, 『학벌리포트』, 더
북, 2003, 43-56면․104-112면 등을 주로 참조하였음.
55) 교육인적자원부, 인수위 보고(설명자료), 2003.1.22, 11면.
56) 대한매일, 20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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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273명 중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38.1%인 104명이다. 고려대는
12.8%인 35명, 연세대는 6.2%인 17명이다. 한편 15대 국회에서도 299명 중 39%인
117명의 의원이 서울대를 졸업했다. 고려대는 13%인 39명, 연세대는 5%인 15명이
다. 그리고 14대 국회 역시 299명의 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31.4%인 94명, 고려대
는 12.4%인 37명, 연세대는 6%인 18명이었다.
현 국회의원인 17대 국회의원(당선자)의 경우도 학부는 서울대 출신이 115명으
로 단연 많았다(38.5%). 대학원을 서울대에서 다닌 당선자까지 합치면 143명에 달
한다. 고려대가 31명, 연세대 24명, 성균관대도 14명으로 몇몇 특정 학교 출신이
절반을 넘는 등 학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57)
4) 검찰
김영삼 정부 초기에 전체 38명의 검사장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84.2%인 32명에
이르렀다. 이런 비율은 문민정부 내내 지속됐다. 1994년 85.0%, 1995년 87.1%,
1996년 87.2%로 80%대를 유지하다가 1997년에는 90%로 최고조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약간 변했으나 높은 비율은 여전했다. 국민의 정부 첫 해인 1998년
서울대 출신 검사장은 85.4%이었다. 이후 1999년 75.0%, 2000년 70.0%, 2001년
73.2%, 그리고 2002년에는 72.5%로 70%대를 유지했다.
5) 고시합격
2002년 998명을 뽑는 사법고시에는 332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2001년 행정고
시에서는 합격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63명이었다.
6) 상장법인 대표
57) 서울신문, 「당선자중 69명이 박사…절반은 ‘해외파’」, 2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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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02년 상장회사 전체 임원 4,281명 가운데 서울
대 출신은 19.7%인 844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고려대는 10.7%인 456명, 연세대
는 9.4%인 403명이었다. 또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896명 가운데 22.1%인 198명이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고려대는 11.6%인 104명, 연세대는 10.5%인 94명이었
다.
한편 2003년도 8월에 이 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의 출신대학별 구
성은 서울대가 1,871명(22.5%)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836명, 10.0%), 연세대(752
명, 9.0%), 한양대(602명, 7.2%), 성균관대(452명, 5.4%), 부산대(292명, 3.5%), 영남
대(248명, 3.0%) 중앙대(238명,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대학교 출신들
이 상장회사 전체임원의 4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8)
신의항․송효환은 한 세대 전인 과거(1978년)에는 서울대․연대․고대의 경우
출신 기업주와 전문경영자간에 같은 대학인 연고주의가 확인되었으나, 현재(2002
년)는 서울대만이 연고주의가 확인되고 있는 바, 서울대 중심으로 학벌의 영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59)
7) 언론사 간부
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 등 6개 언론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 263명의 학력을 분석해보면 특정 몇몇 학교출신이 대부분이다
(2003년 6월 기준). 전체 부장 이상 간부 중에서 서울대 출신은 39.9%(105명)이고,
고려대 17.9%(47명), 연세대 9.3%(25명)이다. 이른바 SKY대학 출신의 비율이 무려
67.3%이다.
8) 교수

5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3년도 상장회사 경영인 현황」, 2003.8.8., 10-11면.
59) 신의항․송효환, 「한국재벌기업의 집단주의와 사회연결망」, 김성국 외, 『우리에게 연고
는 무엇인가』, 전통과 현대사, 2003, 281-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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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경우 교수 임용에 모교 출신이 극히 많다. 서울대 교수 중 모교 출신
은 지난 92년 전체 교수 1,340명 중 95.1%인 1,275명이었다. 10년 뒤인 2002년에는
1,475명 중 95.5%인 1,409명으로 비율도 높아지고 숫자도 더 늘었다. 전국 200개
대학에서 최고이다. 신임교수 채용 때 3분의 1을 타대학 출신으로 임용토록 한 교
수쿼터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서울대 내 20개 학과․학부는 교
원 전원이 본교 출신이다. 나아가 전국의 대학 교수 46,909명 중 27.2%인 12,756명
이 서울대 출신이다.
나. 정치적 영역에서 학벌 네트워크의 문제점
박홍기․김재천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과 검찰, 기업의 대표 등에
특정 학벌 출신자들이 독차지함으로써 학벌이 권력화 했을 때 국민들의 보이지
않은 피해가 크다고 분석한다. 다양한 생각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한 국가 고위 공직의 역할을 감안하면 특정 학벌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원
천적으로 차단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60)
홍훈은 사회 각 분야에서 권력 있는 높은 자리를 몇 개 대학 출신이 독차지하
고서,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배타적으로 우리사회를 운영해가서 학벌차별이
생기는 것이 학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러한 특정대학의 공직 독점은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 기업에서 서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
보다 공직이 서울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
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언제나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
이다. 학벌 없는 사회로 가려면 사회 권력을 몇 개 대학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 곳에 권력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우선 국가 개입이 가장 쉽
고, 사회에 미치는 힘이 가장 큰 공직부터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61)
김용학은 연줄 중에서도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학연이며,
학연이나 학벌이 맹위를 떨치는 이유는 특정학교 출신이 사회엘리트로의 진출을
60) 박홍기․김재천, 『학벌리포트』, 더북, 2003, 105-106면.
61) 홍훈, 「학벌타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 『학벌타파와 지역별 인재할당
제』, 학벌타파 대안토론회 자료집, 2003.2.22.,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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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대학의 서열은 그 대학의 교육의 질이나 교육환
경보다는 그 대학출신자들이 얼마나 각계에 진출했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고 본다62).

2. 정부정책
가. 인재지역할당 또는 채용목표
1) 인재지역할당제 법안
1998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재의지역간균등등용촉진법안｣(1998.2.14. 국회의원
45인 발의)은 인재지역할당제의 도입하려 하였다.
이 법안은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등 국가가 주관하는 9개
시험의 합격자를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하여 거주지
역별(대학재학중이거나 졸업생인 경우는 대학소재지를 거주지역으로 봄)로 할당하
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비
례에 의하여 할당함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우수한 인재를 지방대학에
유치할 수 있으므로 지방대학이 육성되어 지방의 문화․산업 등의 발달을 촉진하
여 지역간에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15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되었다. 소관 상임위원
회(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에서는 지역별로 선발인원을 할당하게 되므로 보다 우
수한 성적의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의 평등원
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공인회계사시험․변리사시험 등은 행정고등고시
등 공무원임용시험과는 달리 일정한 실력이상의 응시자에게 국가가 자격을 인정
하는 시험이므로 합격자수의 지역별 할당은 오히려 새로운 지역간 불균형 인재등
62) 김용학, 「한국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자본의 역할」, 김성국 외, 『우
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전통과 현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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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63)
2) 지방인재채용목표제․지역인재채용장려제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004년 2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방대 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 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64)
혁신위 방안에 따르면 행시와 외시 등 5급 고시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이에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일단 3
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전망이라고 밝혔
다.
또한 대학 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
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2004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에서도 유사한 내용
을 담고 있다. 즉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 공채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 출신자
의 합격비율이 20% 이하면 정원 외로 추가 채용하는 방안, 추가합격을 합격선의
-1점, 추가합격 상한비율 5% 이내로 제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 일정 전형을 거쳐 연 30명을 선발, 3년간 계약직 근무 후 6급으로 특별채
용, 행정직 15명, 기술직 15명, 광역 시․도별 10% 이내) 도입으로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할 것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1) 국무총리실의 정부부
처 평가에 능력․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 개선 노력 결과를 반영하고, 우수 부처에
대해 정부포상, (2)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 임용시 출신대학 편중의 완화 추진 :
①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임명시 적격성 검증 후 출신지역․대학 균형인사
6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가인재의지역간균등등용촉진법안 검토보고｣, 1998.5.
64) 매일경제, 「5급고시 20% 지방대 출신 선발」,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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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② 고위직 직업공무원 인사는 실적주의와 적재적소의 원칙에 기초하되, 특
정지역 또는 특정대학 출신의 선호직위 또는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 점유비율이
적정성을 유지토록 인사심사 강화」 등 추진과제를 세우고 있다.65)
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그동안 사법시험제도의 결과로서 특정 학벌 중심으로 법조인이 양성되었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등 사법시험을 대신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
성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사법시험제도를 통한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1)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 사이
의 단절, (2) 국가적인 인력 낭비, (3)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충원 미흡 등 문제점
이 지적되어왔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의 개혁에 관한 논의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법
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되어,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
진위원회의 논의로 이어졌으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는 이르지 못한 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만 300명에
서 1,000명으로 늘이는 데 그쳤다.
그러던 중 2003년말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조인 양성 및 선
발”의 개혁이 논의주제에 포함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논의가 가
속화되고 있다(2004년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법학전문대학원(안)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
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에서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조인의 다양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충실하
게 이수하였을 경우 용이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조인 선발제도
를 개편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 사이에 밀접한 연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66)
65)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
책」, 2004.4., 8-9면.
66)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 자료(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작성), 「『법조인 양성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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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이르면 2007년에 도
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2004년말까지 독자 법안
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67)
다. 교수쿼터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규정에서는 이른바 ‘교수 쿼
터제’를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999년 개정으로 도입되었다.68)
‘교수 쿼터제’는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3분의2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적인 학문연구의 풍토를 조성하려는 취지
를 갖는다.
이 법령의 개정과 함께 정부는 각 대학에서 이를 준수토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모교 출신 교수 비율이 높은 서울대 등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신규 교수 임용을 주시하면서 개정된 임용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제
재를 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69)
‘교수 쿼터제’는 그간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교내에 특정 대학 출신자의 채용
을 금지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는 관계로 특정 대학
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70) 이러한 점에서 대학 내에서 학벌
발』 개선방안」, 2004.7.5.
67) 한국일보, 「로스쿨 이르면 2007년 도입」, 2004.7.9.
68)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
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69) 한겨레신문, 「모교출신 교수임용 3분의2 넘지 못하게」, 1999.9.23.
70) 2004년 상반기 서울대는 62명의 신임교수를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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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강
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
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에서도 미준수시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 조치를 주는 방식으로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
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71)

3. 전문가 제안
가. 고위 공직 임용제한제․지역할당제
홍훈은 특정대학의 공직 독점은 기업에서의 서울대 선호 등 다른 분야까지 영
향을 끼치고 서울대 권력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고위공
직자 임명시 특정대학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직은 전국민을 위한 봉사직이지 몇몇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행
정을 좌지우지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특정대학 출신자가 30%를 넘는다는 것은,
공직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고위 공직의 임용 제한은 특
히 고위직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로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72)
박찬석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군법무관시험․공인회계사․변리사
교수는 단 8명으로, 모교출신 교수의 비율은 87.1%이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이 개정된 이후 지난 3년 내내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에 36명 중 타교출신은 단 한명
(모교출신비율 97.3%), 2001년 58명 중 6명(모교출신비율 89.6%), 2002년 61명 중 12명(모교
출신비율 80.3%), 2003년 1백22명 중 24명(모교출신비율 80.3%)이다. 교수신문, 「서울대 나
온 서울대 교수가 모교출신이 아니다?」, 2004.5.6.
71)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
책」, 2004.4., 7면.
72) 홍훈, 「학벌타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 『학벌타파와 지역별 인재할당
제』, 학벌타파 대안토론회 자료집, 2003.2.22,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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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같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을, 지역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지
방의 우수학생이 서울보다 기회가 높아지므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파급효과가
있다. 인재할당제를 당장에 실시하는 경우 국가의 주요인재를 현재의 지방대학 졸
업자에게 할당함으로써 합격자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지방
대학의 위상이 낮으므로 서울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법제정 후 일정기간(4년 가량) 유예기간을 둔 후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73)
이정규는 학력․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먼저 인재등용체제의 변화를 위하여 국가 사회의 중요 직위에 특정 대학의 졸업
자가 일정 비율을 점하지 않도록 인재할당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74)
나. 교수쿼터제의 실효성 강화
대학 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아울러 사립대
학의 경우에도 스스로 교수쿼터제를 도입하여 임용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
학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하여 재정을 지원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75)
그러나 교수 임용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
시가 아니라 시장의 감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대학의 선택을
옥죄는 번잡한 임용관련규정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더 넓은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가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체
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을 고양하며 이들이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76)
73) 박찬석, 「인재 지역할당제 왜 해야 하는가?」, 『학벌타파와 지역별 인재당제』, 학벌타
파 대안토론회 자료집, 2003.2.22, 24-34면.
74)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 근원과 발달』, 집문당, 2003, 194면.
7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연구보고서, 2003.12., 129면․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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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몇몇 대학 출신으로 교수인력이 배출되는 것이 대학서열구조 내지
학벌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77) 또한 교수쿼터제가 대학서열
구조 내지 학벌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도 타당하다.
그러나 교수쿼터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
재방안이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재방안으로서 재정지원사
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특히 서울대의 경우 실제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당해 대학의 교수임용예정에 대해 쿼터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임용발령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도입하기 어
려울 것이다.
교수쿼터제가 지방 국립대학에서 자교 출신자 또는 서울대 출신자가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여타의 대학 출신자에게 임용의 기회가 확대
되는 효과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는 자교 출신과 서울대 출
신이 적절히 비율을 형성할 수 있는 반면, 특히 서울대의 경우는 ‘자교’가 ‘서울대’
이므로 그러한 비율을 형성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교수쿼터제의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이 때문에 서울대 내의 타 대학(전공) 출신자를 채용함으로써 교수쿼터를 맞
추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학벌구조 내지 대학서열화구조의 완화의 효과는 적
다). 또한 교수쿼터제는 사립대학에까지 강제되기에는 어려운 제도이다. 이러한 점
에서 교수쿼터제 그것만으로는 대학간의 서열구조 및 대학 내의 학벌구조를 개선
할 수 있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정책 대안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은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는
방식에 따라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가 아니라 임용에 의해 선출하
76) 김동훈, “불공정한 교수임용 시장원리로 풀어야” (http://www.goodbyehakbul.org/)
77) 서울대 내부에서는 본교 출신이 실적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우수한데도 굳이 타대학
출신을 선발하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한다. 동아일보, 20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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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와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를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가. 고위 공직 임용 시 학벌․학력 차별의 해소를 위한 균등임용 도모
1)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는 고위 공직에 특정 몇 개 대학의 출신자가 주로 진출하는 모
습을 보인다.
임용직 고위 공직도 선거직 고위 공직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특정 학벌 출신자로만 독과점 되는 것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정치적
대표로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 차등적 진출 결과는 특정 학벌의 정치적 독점 강화의 문
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의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고용을 포함한
일반적 영역에서도 학벌중시로 연결되는 파급 효과를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공정한 임용절차를 구비하고 행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한
다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벌․학력 차별의 해소를 위한 균등임용을 적극
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2) 내용
고위 공직의 임용에서 학벌․학력 차별의 해소를 위한 균등임용을 위하여는 각
고위 공직의 임용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고위 공직에 임용에 출신 대학별 제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용제한제도
의 대상은 최상위 고위 공직을 중심으로 점차 고위 공직 전반에 걸쳐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즉 장․차관, 공기업․국책기관의 장, 중앙부처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 등 최상위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출신 대학별 편중이 되지 않도록 임
용․보직에 제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용제한제도의 실효성은 정부의 정치적 의
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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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고시․외무고시 등 국가고시에 의해 진출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관련
하여서는 국가고시에 지역인재 할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할당의 비율은 지역
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으로 설계한다. 국가고시에서
의 지역인재 할당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당해 지역의 대학에서 수학 후 고위 공
직에 진출하게 되어 지역간 균형 발전에 도움될 수 있다.
국가고시에서 지방인재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는 (1) 평등
한 조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하는 공직을 할당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고, (2) 수도권 대학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3) 자
칫하다가는 상위권 대학 출신의 공직사회 진출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는 등 역차별의 위험을 지적한다. 또한, (4) 길게 보아서는 실력이 다소 뒤져도 5
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안일에 빠져 지방대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한층 더 취
약하게 만들 것이며, (5) 추가합격한 지방대 졸업자가 경쟁이 치열한 공무원 사회
에서 과연 역량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소수
자를 우대하는 인위적인 지방인재 채용보다는 지방대를 특성화해 그 대학의 졸업
생을 공무원 채용 때 해당 분야에서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할당제를
굳이 시행한다면 국가고시가 아니라 지방고시에서 지역 대졸자를 우대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78)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국가고시라는 시험제도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절대
적인 가치가 있는 제도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렇지만 고시제도는 고위 공무원
임용, 진출에 단지 시험 성적만을 요구함으로써 필요한 능력과 시험제도가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갖는다. 국가고시를 통해 진출하는 고위공직에서 갖는
정치적 기능은 매우 높은 반면, 국가고시시험을 통해 측정되는 전문성은 매우 낮
은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 대학 출신의 인재 중에서도 중앙부처에서 고위 공무원
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발
굴하는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수도권과 지방간에 일정 비율을 설정하
는 정도로 채용목표제(예를 들면, 지방인재 20% 채용목표제)를 두는 것은 개혁방
향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방향은 서울․수도권 출신자에 대한 역
78) 중앙일보,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 신중하게」,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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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위험을 고려하여 채용목표를 비교적 낮게 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현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적게 될 수 있다.79) 현재 고위직 공무원의 절대다수를 서
울대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출신학교의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용 목표의 비율을 대폭
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80)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2분하고 채용목표로 지방 출신에게 높은 비율의 할당
을 책정하는 것은 서울(수도권) 대학출신에 대한 역차별이 강화되고, 낮은 비율
(20%)을 채용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80%)의 중앙 독점을 정당화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별 할당제의 기본은 지역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이어야
한다.81) 즉 지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지역인구에 따라 할당의
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로 전환하고 그 설치에 있어 지역
별 안배를 두어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주로 몇몇 특정 명문 대학 중심으로 배출되어 학벌주의가
강화되었고, 법조인(변호사) 활동이 서울․수도권에 편중하게 되어 지역간 불균형
을 강화시켜 왔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학별 수치화”는 대학의 서열화, 학
벌주의, 학력주의의 강화에 기여해 왔다.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는 원래 법학전문대학
원(로스쿨) 도입을 통하여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것으로 “전문적 법률
79) 2004년 2월에 발표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서 국가고시의 합
격자 중 지방대 출신을 20%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에 대
해 그 효과로서 최근 3년간 5급 고시의 합격생 중 지방출신 비율이 12.7% 선임을 감안하
면 10명 이상의 인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문화일보, 「‘지방대 특
성화’ 2007년부터 시행」, 2004.2.6.). 그러나 이 정도는 지방분권화나 지방대학의 육성, 학
벌구조의 해소 등에 미흡할 수 있겠다.
80) 학벌없는사회, 「교육부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2004.4.9.
자 성명서.
81)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정부는 학벌주의를 더
욱 심화시키고 말고『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4.4.9.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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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를
갖는 것이지, 학벌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학벌차별이라고 인식되는
법조인 양성의 문제가 학벌주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해결될 수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벌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별 안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고위 공직 임용방식의 개선은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임용에서 제한․할당을 두는 적절한 비율의 산출
방식, 제한․할당의 준수를 위한 절차적 통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
다.
예를 들면, 임용제한제의 경우 현 실태를 반영하는 단계적 제한 비율의 설정 및
제한선의 근접 및 진행에 대한 정부정보 공개, 예외적인 임용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소명 의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두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
여론의 감시 활동으로 정치적 구속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나. 공직선거에서 학벌주의․학력주의 관행 개선
1) 필요성
공직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고위 공직에도 서울(수도권)의 몇몇 대학과 지방의
우수대학 중심으로 특정 대학의 출신자가 주로 진출하고 있다. 선거직에 차등적
진출 결과는 특정 학벌의 정치적 독점 강화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벌
의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고용을 포함한 일반적 영역에서도 학벌중시로
연결되는 파급 효과를 발생한다.
그렇지만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의 경우처럼 학벌․학력별 할당제를 도입하
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역차별의 비판이 클 것이다. 선거제도에서는 투표를 통해 선
거인(국민․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에서 학벌주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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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주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내용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선거후보자의 학력을 공개하고 있다. 공직선거 관련법에서
는 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선거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
보로서 ‘학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학력의 허위 기재가 없도록 정보공개나 선
거홍보물 등을 통해 공개하려는 학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를 제출
토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6호, 동조 제13항 제5
호, 제64조 제1항, 제138조 제5항, 제139조 제2항 및 제250조 제1항). 예비후보자의
경우도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학력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한다(동법 제60조의3
제2호).
그러나 선거후보자의 학력은 후보자의 자질․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지 않
는다. 단지 학벌․학력 중시 풍조를 가중시키며, 학연․지역연고 등에 의존하여
공정한 대표 선출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할 뿐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제도에서 학력 특히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학벌주의․학력주의 관행을 시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첫째,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공개하는 이력에서 ‘학력’을 삭제토록 한
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선거권자인 주민은 학력에
대한 맹목적인 과도한 가치판단이나, 학연에 근거한 연고주의 판단이 아니라, 후
보자의 학력이 아니라 성실성․봉사정신․능력 등 자질에 대해 판단함으로써 올
바른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론매체의 선거 보도에서 후보자 또는 당선자의 학벌․학력 소개하거나
학벌․학력별 통계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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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의식
1. 사회의식의 현황

82)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주의․학벌주의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그 때문에
학력주의․학벌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학력․학벌 차별이 계속 되고 있다. 학벌․
학력 차별을 완화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학벌주의․학력
주의 의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학벌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
학벌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의 연구에서는 학벌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
해,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1) 학벌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2)
학벌은 사회적 존재 확보에 편견으로 작용하며, (3) 대학진학 경쟁의 심화와 낙오
자를 양산하며, (4) 학부모와 학생 삶의 학벌의존 증후군을 조성하고, 둘째, 사회
적인 측면에서는 (1) 학벌주의 현상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2) 전 근대적인 신분으
로서의 학벌, 학연이 작용하며, (3) 특정 학벌 소유자의 지배계급화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며, (4) 취업, 사회적 대우, 결혼 등 사회생활에서 학벌에 따른 불
이익이 발생하며, (5) 학벌의 세습화를 통한 사회계층간 불평등 의식이 생기며, (6)
학벌중심의 동문회가 이익집단화 하며, (6) 지역연고와 결합된 학벌주의는 특혜적
이익을 독점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며, (7) 학벌주의로 인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이 생기고, 셋째,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1) 학벌에 의존하는 기업체 채용
관행의 문제가 발생하며, (2) 학벌에 의존하는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체제의 문
제가 발생하며, (3) 대학전공과 직무불일치로 인한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4)
학벌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평가인정제도가 부재하고, 넷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82) 이하의 논의 정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2003.12., 53-102면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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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로 인해 (1) 현실주의적 교육열과 왜곡된 교육관의 조성, (2) 공교육의 부
실화, (3) 사교육 부담, (4) 학교서열화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83)
나. 학벌주의를 심화시키는 원인
김동훈은 학벌사회는 입시경쟁을 지나 대학생활을 거쳐 사회로 이어지며, 이 사
회에서 가치관과 행위 양식은 학벌사회를 조장하는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84)
또한, 벌주의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요인을 학벌의 수혜자, 방조자, 피해자로 구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85)
첫째, 언론의 영향이다. 언론은 거의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는 이유로 입시를 대
서특필 보도한다. 특히 입시철에 각 대학의 입시예상 가능 점수대별 순위 열거는
대학별 학과별 점수가 고정불변의 확정적 수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점수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입시학원 등 사교육업자의 이권 문제이다. 사교육을 통해 이익을 보는 학
원은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상담을 한다는 순기능 외에 더 높은 수익 확보를 위
해 입시준비와 관련한 위기의식을 유포하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무책임하게 남
발한다. 사교육 시장은 교육시장의 점거에 그치지 않고, 지원배치표 등을 통해 교
육시스템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셋째, 대학의 영향이다. 대학은 자체의 교수 채용에서부터 학벌시스템이 강력하
게 작동하는 곳으로 지적받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은 일류대와 이류대의 구분,
상위권과 중위권 대학의 구분, 명문대와 비명문대의 구분을 통해 권위와 위세의
재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은 학벌주의 수혜자 내지 방조자, 또
는 조장자인 셈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의 연구에서는 학벌주의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
기업체의 고용 정책관련 요인, 교육관련 요인으로 구별하여 제시한다. 사회적 요
8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연구보고서, 2003.12., 56-87면.
84)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2001, 82면.
85)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2001, 59-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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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는 ① 학벌 이외의 사람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평가 방법(도구) 부재, ②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③ 학문과 이를 통한 출세를
중시했던 유교문화 및 과거제도의 전통, ④ 자녀의 출세를 위해 명문대학에 진학
시키려는 학부모의 교육열, ⑤ ‘우리’만을 중시하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 ⑥ 직접․간접 경험을 통한 학벌의 사회경제적 보상 효과에 대한
확신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기업체의 고용 정책관련 요인으로는 ① 학벌을
개인의 종합능력으로 간주하는 기업체의 인사관리 정책, ② 학벌을 중시하는 기업
체의 채용 및 승진 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관련 요인으로는 ① 정
부의 교육정책 ②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의 서열화, ③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학벌주의의 심화 요인은 ① 언론의 대학 입시 보도를 통한 대학 서열화,
② 입시 산업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입시 학원, ③ 정부의 교육 정책, ④ 기업체
의 학벌 중시 관행, ⑤ 자기 대학의 권위와 위세를 높이려는 대학 당국 등을 지적
한다.86)
정태화 외 연구에서는 학벌주의의 원인과 심화 요인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 구
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학벌주의를
작용시키는 원인은 상존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집단별 이해관계
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사실은 학
벌주의로 인한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혁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벌주의의 원인과 영향은 ‘사회 전반
의 일관된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관념’으로 인식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학벌주의
의 주된 심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업체의 학벌중시 정책과 정부의 교육정
책 등의 개선을 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및 정
책 개선과 사회 구성원의 광범위한 지지와 노력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
이 필요하다고 본다.87)
8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연구보고서, 2003.12., 53-55면.
87) 정태화 외,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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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전반적인 학력주의․학벌주의 의식의 팽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주의․학벌주의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그 때문에
학력주의․학벌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학력․학벌 차별이 계속 되고 있다.
학력과 학벌은 우리 사회에서 지위상승, 직업 및 배우자 선택,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 향상을 기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력과 학벌은 능력의
지표 혹은 지위 상승화의 기재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
별과 불이익으로 인하여 능력 발휘의 기회 상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은 한국이 학력․학벌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는 대졸 이
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더욱이 출세를 위해서는 이른바 일류대의 졸업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은 사람에 대한 도덕성,
책무성, 사회 공헌도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함으로써 학력과 학벌의 가치에 대한
의식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88)
사회 일반인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89) 학벌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전
체의 34.6%에 이르며, 학벌 차별의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 36%는 매우 심각, 39%
가 약간 심각하다고 밝혔다. 학벌 중시 풍조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적 편견 해
소”(22.7%)와 “일류대 위주 취업 구조 개선”(21.5%), “학력간 임금 격차 해
소”(20.3%)가 비슷하게 나왔다.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적 개혁 과제에 대해서
는 전체의 41.1%가 “시민의 식 개혁”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137면.
88)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 근원과 발달』, 집문당, 2003, 191-193면 참조.
89) 대한매일이 2003년 2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2명
을 대상으로 ‘학벌에 대한 여론’을 전화 조사한 것이다. 박홍기․김재천, 『학벌리포트』,
더북, 2003, 58-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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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정책
2004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은 사회적
인식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진로지도 내실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한
다.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90)
(1) 학벌주의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 : ① 광범위한 전국적 의식개혁 운
동 전개 - 각종 언론기관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기업체 관
계자 혹은 기업단체의 인력 채용․관리 방식 개선 방안 발표회 지원
등, ② 관련 단체의 자율적 활동 지원 - 시민단체 등의 의식개혁 운
동 지원으로 국민운동으로 승화
(2) 언론사의 학벌에 관한 보도 관행 개선 협조 : 국회의원․정부관리
등의 선출․임용시 출신대학 소개, 입시철에 대학별 합격선 제시 등
학벌 중시 의식 조장 관행 지양
(3)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프로그램 실시 : 학부모의 교육관 변화 유도
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4) 각급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및 직업지도 강화 : 효율적 진로․직업
교육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 학벌보다 적성․능력․
흥미를 살려주기 위해 각급 학교급별로 진로 인식, 탐색, 선택에 대
한 체계적 지도 추진, 여대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개발
센터 지원

3. 전문가 제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의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에
서는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선대책으로서 (1) 학벌주의 의식
개혁, (2) 언론사의 학벌에 관한 보도관행 개선, (3) ‘적극적 차별시정 조
90)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
책」,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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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 (4) 학벌의 네트워크를 통한 부정적 기능 예방 대
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91)
첫째,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이
외에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 개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1) 학벌
주의 극복을 위한 의식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은 학벌 이외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
극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 ②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연고주의와
함께 연계되어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과 노력
이 중요하다는 점, ③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극복하여 능력중심사회로 발전하는
일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학벌주의 의식 개혁을
위해 다음의 실천 방안을 추진한다. ① 언론기관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② 기
업체 관계자 혹은 기업단체의 인력 채용․관리 방식 개선 방안 발표회, ③ 시민단
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실천운동 캠페인, ④ 학벌주의 극복관
련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둘째, 언론사의 학벌에 관한 보도 관행을 개선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학벌주의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사가 학벌에 관한 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
하도록 한다. ①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에서는 개인의 학벌에 관한 소개를 하지 않
도록 요청한다. ② 대학의 입학지원과 선발은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도록 요청한다. (2) 시민단체가
언론사의 학벌관련 내용 보도시 이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을 통한 감시 활동을 전
개하도록 한다. (3) 정부는 입학지원자가 각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학에
관한 내용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독립적
으로 학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
로 전개하며, 공공기관에 한해 특정 대학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다.
9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연구보고서, 2003.12., 110-114면․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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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벌의 네트워크를 통한 부정적 기능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1) 학벌의
부정적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기관의
기업체 활동 지원 관련 업무의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도록 한다. (2) 장기적인 차
원에서는 학벌주의를 포함한 연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김동훈은 학벌 타파를 전방위 사회 운동으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벌 타
파를 위한 시민운동은 우리의 개인적․집단적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문화운동
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학벌주의의 구체적인 피해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귀납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벌 차별하는 기업들을 고발하는
일, 학벌 관념을 조장하는 언론과 싸워나가는 일, 힘있는 대학들의 학벌 조장 행
위에 대해 항의하는 일, 고등학교의 반교육적 입시 지도를 고발하는 일, 사교육
시장의 무제한적 영리 추구 행위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일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
로 제도의 개선을 꾀하면서 사회의 왜곡된 학벌의식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단
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한다.92)
학벌을 조장하는 ‘언론과의 싸움’을 중요시하면서, 언론이 변하면 절반은 변한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1) 특히 천박하고 상업적인 대학입시보도의 전면적
인 자제를 요구해야 하며(일부 명문대 중심의 보도에 대해 비명문대들이 적극적으
로 항의 내지 구독거부운동), (2)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명문대 동문회 소식 중지시
켜야 하며, (3) 사람을 소개하거나 각종 기사에서 학벌을 내세워 학벌 관념을 유
포시키는 기사는 모니터를 통해 적발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
한다.93)
이정규는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학
92) 김동훈,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더북, 2002,
281-282면.
93)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2001, 14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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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학벌 중심의 사회제도를 개혁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또한
언론매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학력과 학벌이 편견의 대상이 되거나 미화되지 않
도록 의식개혁운동 전개와 법적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4)

4. 정책 대안
가. 사회의식의 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1) 필요성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이외에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로부터 학벌주의 및 이와 연계된 지역연고주의의 폐해를 위
한 극복 노력이 필요하며,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극복하여 능력중심사회로 발전
하는 일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방송매체의 프로그램이나 언론사의 보도 중에는 학벌(출신학교)․학력 및 그 중
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킴으로써 학벌․학력주의를 강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 내용
사회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홍보는 특히 다음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
행되어야 한다.
첫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학벌주
의․학력주의에 따른 잘 못된 의식 대신에 능력중심 사회에 맞는 건강한 노동의
식, 책임감 있는 직업관, 국제적인 경쟁사회에서 합리적인 경영관, 사회 구성원으
로서의 연대감95)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94)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 근원과 발달』, 집문당, 2003,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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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중매체 및 언론사의 학벌등에 대한 보도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회
의원․정부관리 등의 선출․임용시 출신대학 소개, 입시철에 대학별 합격선 제시,
명문대학의 합격자 통계 등 학벌 중시 의식을 조장하는 보도 관행을 지양하도록
한다. 또한 대중매체의 각종 프로그램 속에서 학벌 내지 학력 중시 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양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교
육과 홍보를 행해오고 있으므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의식개혁에 관해서도 교
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언론사의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보도 관행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림으로써 사회의식의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95) 김부태, 『한국 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1995, 275-287면에서는 학력주의 사회의 교
육 모순으로서, 민중성의 배제, 연대의 해체를 먼저 들고 있다(아울러 교육 주체의 소외,
교육의 내재적 목적성 상실도 거론함). 학력주의적 의식과 관행에 빠져들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연대를 해체당하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계층간 통
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 2004.4. 자료에서도 학벌주의
고착화의 부정적 결과로서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사회발전의 기반인 사회적 신뢰 구축이
곤란해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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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의 학력 차별
1. 학력 차별 소지의 규정 현황
현행 법령 중에는 ‘학력’을 필수적인 기재사유 또는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어 학
력에 따른 차별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이를 몇 가지 부류로 나누
어 고찰한다.96)
가. 자격부여에 학력별 차이
자격의 부여에 관한 많은 법령에서 학력별로 필요경력에 차이를 두고 있다.
1)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기사 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는 해당 분야 전공이나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채 누구에게나 응시 자격을 부
여하지만 전문대 졸업자와 고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는 응시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였다. 또 산업기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에게는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는
응시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국
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4).
이에 대해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면서, 학력은 전공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것
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시정토록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
은 응시자격 제한은 해당 분야 전공과 동일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업 사실만으로 대졸자를 우대하는 차별행위라 판단했다. 이에 노동부는

96) 이하의 논의는, 한국여성개발원(오정진 외),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
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2003.9, 72-83면․260-261면․333-338면 등을 주로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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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4년까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통보하였다.97)
그리하여 2004년 7월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해서는 동일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여 관련
학과 졸업자와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려 한다.98)
즉, 대학에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종전과 같
이 실무경력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토록 하고,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해
서는 동일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여 관련학과 졸업자와 차등을 둠으로써, 이
에 따라 이에 따라 순수 실무경력을 통해 응시하는 자(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와 학력을 통해 응시하는 자(대학 졸업자인 경우)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
력취득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질 및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2) 사회복지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당시의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2000.7.10 개정, 대통령
령 제16903호) 별표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규정이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생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
을 침해한 차별적 규정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2002.12.26 개정, 대통령령 제17814호) 별표1은
법령에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2급
자격취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
3) 유료직업소개사업․직업상담사․학원강사등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9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적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 사라진다」, 2004.1.9.자 보도자료.
98)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4.7.12. ; 노동부 자격지원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법령(안) 설명자료」, 2004.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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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8가지 등록요건 가운데 한가지 조항만 충족하면 된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
득자나 노무사 자격증 취득자, 100인 이상 노조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람 등에 대
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도 등록할 수 있다. 종전의 직업안정법시행령(1997.12.31. 개
정, 대통령령 제15598호)에서는 학력 관련 요건에서는 대학․대학원 이상의 관련
전공 학력으로 제한하였으나, 규제 개혁차원에서 학과의 구분 없이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자로 등록 가능 학력 대상을 확대했다(1998.4.27. 개정, 대통
령령 제15782호).
그런데 이러한 개정은 한편으로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동등 학력자에게는 전
공과 상관없이 대학 졸업의 학력만으로 자격기준을 인정하고 있지만,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에게는 관련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또한,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학원
강사나 교습자(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인 교습소를 설립․운
영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별표2 등의 규정에서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에게
는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데 비해 대졸 이상자에게는 전공에 상관없이 자격이 허
용한다.
위의 법령들은 저학력자(고졸 이하 학력)에게는 관련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대졸 이상자에게 전공과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인데, 고학력만으로 당해 업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성을
찾을 수 없는 우대적인 차별법령이라 할 것이다.99)
나. 불필요한 학력 기재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의 기재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에서 본인의 학력 및 나아가 가족의 학력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은 당해 영역에서 학력에 대한 간접차별을 이끄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비
99) 한국여성개발원(오정진 외),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2003.9, 7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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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막연히 학력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
함으로써 저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의식 내지 고학력 인플레 의식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하다.
학력 기재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학력 차별적인 의도가 오히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들로서 다음의 규정들을 들 수 있겠다.10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 유족 및 가족사항 <16> 학력
○ 국적법시행규칙 서식 2호(귀화허가신청서) - 학력 기재란
○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서식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 서식6 [보안관찰처
분대상자관리부](경찰서용) ; 서식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교도소등용)
- 본인의 학력․학교 기재란, 가족의 학력 기재란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채용후보자등록원서 - 본인의
학력․학교 기재란, 가족의 학력 기재란 있음 기재란
○ 여권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 최종학력(학교 및 재학
기간) 기재란 있음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0조(심사․결정시 참작사항) 제2호 - 출국금지대상
자의 성별․연령․학력․성행 및 범죄사실
다. 공무원 관련 학력 차별적 규정
공무원의 시험(채용) 또는 승진에 있어 학력을 고려함으로써 학력 차별의 위험
이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이다. 예로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4조에서 당해
직 공무원의 시험 자격을 학력별로 구분하고, 특히 관련 전공이나 경험과는 관련
없이 학력만으로 당해 직급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100) 한국여성개발원(오정진 외),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
업보고서, 2003.9, 79-81면․333-3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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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33조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승진후보자의 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항목에
‘학력’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2. 전문가 제안
한국여성개발원(오정진 외)의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이 학력 차별의 소지가 있는 법령들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한다. 즉 “높은 단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경우
에도 전공분야 등 학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관련성의 제고 정도가 고려되지 않고
교육단계별 졸업 여부만을 가지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저학력자에게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학력에 따른
소요연수 차이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세부분야별로 좀더 엄밀한 논의를 통하여 조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시험과 인사 관계 서류 등에서의 학력
기재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언한다.1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영현 외)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국가기술
자격제도에서 응시요건에서 학과 또는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학 또는 전
문대학 졸업자에게 타 분야 자격에도 동등하게 응시 가능토록 하는 것은 검정내
용의 보완이 이루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응시요건 중 학력의 인정범위를 응시
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제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0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동임 외)의 자격제도에 관한 후속연구에서는 ‘학력’과 ‘직
101) 한국여성개발원(오정진 외),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
업보고서, 2003.9, 82-83면.
102) 이영현 외,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12.,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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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험’ 혹은 ‘경력’은 자격간 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인데, 현실적으로 다양
한 경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제가 없으므로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력이 중심이
되어 있어, 우리사회는 능력중심이라기보다 학력중심사회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직업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평가․인정할 수 있는 기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
하다. 첫째,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격간 연계를 위한 방향은 (1) 교육자
격․직업자격 등 제반 자격에 해당하는 개별 자격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2) 개별 자격간 호환성이 용이해야 하며, (3) 자격간 연계결과의 활용성이 높아야
하고, 이러한 연계의 원칙 혹은 방향성을 가지고 자격간 연계강화를 위하여 (1)
경험학습 평가인정을 통하여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을 연계하는 방안과 또는 (2) 새
로이 국가자격틀(NQF)을 구성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개별 자격제
도의 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1) 교육자격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육
적 성취에 기준한 교육자격제도가 정립되어야 하며, 학교교육 이수결과에 대한 평
가인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한
편 학력과 학위가 구분되어야 한다. (2) 직업자격의 경우, 직업자격의 질관리 기구
를 일원화하여야 하여야 하고, 직업자격의 수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다
양한 직업경험으로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103)

3. 정책 대안
학력을 요건(필수요건 또는 우대요건)으로 하거나 학력의 기재를 요구하는 법규
정의 경우 당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학력”에 대한 평가가 진정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자격제도에서 전공분야 등 학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관련성의 제고 정도가
고려되지 않고 교육단계 졸업 여부만을 가지고 응시자격 등 자격을 제한하는 것
은 저학력자에게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또한 자격제도 관
련 학력기준의 전문성과 관련되지 않는 고학력 배려 요소는 능력중심이 아니라
103) 이동임 외,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II)』,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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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주의를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차별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차별의 시정은 (1) 4년제 대학 - 2년제(3년제) 대학 - 대학 동등 학력(독
학사 등) 간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모두를 인정하는 방향, (2) 4년제 대학 - 2
년제(3년제) 대학 학력 간에 수학기간에 상응한 일정 실무 경력 기간을 더 요구하
는 방향, (3) 대학의 비관련학과 졸업자에게도 일정 실무 경력 기간을 요구함으로
써 대학 졸업자가 아닌 순수 실무경력자와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 등 다
양한 측면에서 그 방식이 모색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동임 외)의 연구에서 제안하듯이, 교육자격
이 다양해지고 그것의 ‘질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여 직업자격과 연계하도
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연계 시스템의 활용 여부에 따른 구별은 ‘합리적인 차등’
이 되고 차별적 소지가 해소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사회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작성․제출되는 각종 서식에 ‘학력’의 기재가
요구되는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대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나아가 각종 서식에서 학력 기재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학력 차별적인 의도가 오히려 숨어 있거나 또는 차별적이 대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학력란을 과감히 삭제토록 함으로써 당해
영역 및 사회전반에서 학력차별 내지 학력주의를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226 -

Ⅵ. 교육제도의 개혁
1.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학벌주의에 의해 교육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104)
첫째, 학벌주의로 인해 현실주의적 교육열과 왜곡된 교육관이 조성되어 왔다.
학벌주의는 대학진학에 관련된 공부만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명문대학의 입학을 위한 점수따기
에 매달리는 현실을 연출하게 되었다.
둘째, 학벌주의는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와 혼란의 근원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학벌주의에 따른 입시 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본래의 목표를 상실
하고 그때 그때의 입시요강에 따라 표류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지망하지 않는 학
생들조차도 이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적성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에서
많은 양의 암기위주, 문제풀이 연습이 학습의 주 내용이고, 그 시간도 매일 밤중
까지 연장되고 휴일도 방학도 없으며, 학우들간에 냉혹한 점수경쟁이 치열하다.
입시경쟁에서 탈락되어 대학진학의 의지가 상실된 학생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교
육적 배려가 없다. 이 같이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위주의 교육은 우리나라 중등학
교의 교권과 교실을 붕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공교육 부실화의 주 요인은 학벌주의이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사교육의
확대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로 인해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수준의 과외비를 지불하고 있
고, 이 과외비는 계층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층간 위
화감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다.
넷째, 학벌주의는 교육 체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
(1) 학벌주의는 교육 체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이

104) 이하의 논의 정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2003.12., 78-85면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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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입시 경쟁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시를 통해 전국의 대학이 서
열화 되고 일부 명문대가 그 정점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 서열화는 대부분의 사
람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며 상위서열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사회의 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한 필수적이 요건이 되고 있다. 학벌주의에 따른 대학 서열의 고착화는
다시 고등학교의 서열화 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체제도 “자
립형 사립고교→특수목적 고교→자율학교→일반계 고교→실업계 고교”순의 서열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 고등학교 학벌 서열화 현상도 심하
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은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이 많아 명문고교 출신자가 지배
학벌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특정 고교 출신자들이 하나의 모임을 이루어 지역 정
치,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열화 체계는 대학의 서열
화 체계와 연관되고 다시 사회에 투영되어 상위학벌 획득을 위한 입시 경쟁에 연
계되고 있다.
(2) 학벌주의는 교육 체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서열화 체계는 지방 대학의 존립위기를 유발시키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과외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도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가면서 유학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참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학한 학생들은 대학졸업 후
에도 지방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 수도권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정착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물론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3) 학벌주의에 따른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 간의 서열화 문제는 서울소재 대학
과 지방 사립대학 간의 격차 확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서울과 지방 사립대의
재정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양 지역의 대학간 빈부차가 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받는 연구비는 상위 10위 대학
중 9곳이 서울소재 대학이다.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는 ‘특정기금’의 경우에 상
위 10개 대학 중 8곳이 서울소재 대학으로 나타났다.
(4) 학벌주의에 따른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 간의 서열화 문제는 국립대학과 사
립대학 간의 격차 확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국립으로서
의 특징이 없이 사립대학과 역할면에서 차이가 없다. 동일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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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자는 학생모집에서 경합하고, 이 상황에서 국립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불공정한 경쟁으로 사립대학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간에는 국
립대 우위의 서열체계가 고착되었고, 이로부터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들간에 전국적으로는 국립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각 지방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태의 서열
체계가 고착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고착된 대학의 서열체계 내에서 대학간의 공정
한 경쟁과 이를 통한 진정한 대학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정책
2004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은 교육분야
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서열 구조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과제로 설정한다.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105)
(1) 대학 다양화․특성화 지원 : 대학 설립목적과 양성인력 수준에 따
라 대학을 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기술교육중심으로 유형화, 대학
유형에 맞는 평가제도 확립, 인력의 수준과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의 유형 다양화, 학생 정원 감축, 학과간 통․폐합 등 구조
조정 지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 수립
(2) 국립대학 운영 방안 개선 : 국립대학간 연합대학 추진 적극 지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으로 교수․학생․학점 상호교류 추
진, 중․장기적으로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등 다양한 방안 신중히
검토
(3)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 미준수시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 조치
105)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
책」, 2004.4.

- 229 -

(4) 대학학생선발제도의 개선 : 수능 출제 내용 및 방법 개선, 학교생
활기록부 중심의 학생선발 유도, 다양한 경로의 학생선발 방안 강구
(5) 지방대학 육성 : 대학별 특성화 촉진을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제
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확대 정책 추진(‘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으로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 지방
대학 출신자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부문 지역인재 채용장
려제 도입 추진)

그러나 이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이 발표된 후 그 내용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종합대책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다른 국무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학벌
주의 극복을 위해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
다.106)
‘학벌없는사회’는 이 종합대책에서 나열된 방안들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대학서
열 구조의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국립대의 법인화는 일류대(서울대)의 국가주의적 위상이 시장적 자본의
위상으로 전환되어 대학서열화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진단한다. 교육인
적자원부의 이번 학벌대책에는 교육의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
려 그동안 유지되어 온 최소한의 공공적 부분까지도 시장에 떠맡겨 책임을 방기
하려 하고 있다고 본다.107)
국립대의 평준화와 법인화는 동시에 추진되기 힘든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
립대 평준화를 목표로 한 공동학위제는 정부가 각 대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방안이며,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국립대 법인화와
는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08)
106) 매일경제신문, 「뚱딴지같은 학벌대책」, 2004.4.7. ; 중앙일보, 「학벌 극복도 좋지만 대
학 경쟁력도 중요」, 2004.4.6.
107) 학벌없는사회, 「교육부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2004.4.9.자 성명서. 또한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정부는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말고『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
라」, 2004.4.9.자 성명서도 유사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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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제안
학벌주의의 극복과 관련한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은 크게 3가
지로 분류될 수 있겠다.
첫째, 국가주도․지원 하에 교육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장인데, 교육인적자
원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들이다.
둘째, 대학교육을 평준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
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
다는 제안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의 통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민단
체인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민영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여기에 속한다.
가. 국가주도․지원 하에 교육제도의 개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의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
한다. 첫째, 교육기관을 통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과, 둘째, 학벌
주의로 인해 구축된 대학교의 서열화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다.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특히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학벌주의의 극복방안을 종합하
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09)

108) 업코리아, 「국립대 평준화 vs 법인화, ‘한 지붕 두 가족?’」, 2004.4.10.
1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태화 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
원부 연구보고서, 2003.12., 122-132면․140-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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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벌 대신에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한다.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고졸 성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서 획득한 유용한 학
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선행 학습결과 인정제도’의 도입, 고등학교와 대
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혹은 방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 개발
및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습 결과(자격 취득, 연수 참여,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당해 교육기관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재학생 직업능력개발 결과 인정
제도’의 도입, 대학생이 재학 중에 진로 설계나 취업 준비를 목표로 취득한 국가
(민간)자격, 인턴쉽 등에 참여한 내용, 경시대회 참여 실적, (직업)적성 조사 결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경험이나 제작 작품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
록한 자료를 학교 차원에서 보존․관리하면서 취업시 기업체에 제공해 주는 ‘평생
직업능력개발 결과 정보관리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체 내에서 학벌을 대신하는 능력
을 개발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서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의 ‘성인학습
과정’의 도입,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가르치는 교육훈련 내용의 강화 등을 제안한다.
둘째,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한다. 현재의 학문중심대학
체제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예․체능중심대학, 직업․실무교육중심대학으
로 구별하고 분야별 및 지역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대학의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지원
비를 큰 비율로 구성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시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대학별 산학협력단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인력 교
류(교수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위한 대학생의 산업체 방문, 산업체 근로자의
향상훈련을 위한 대학교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체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대학을 선별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대학의 졸업생 취업 알선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취업능력개발․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을 선별하여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공학교육인증제’ 등의 학위인증제를 도입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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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학벌위주 고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한다.
셋째,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립대학 평준
화 등 다음의 대책 추진을 검토한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지방의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국립 제1대학, 국립 제
2대학, 국립 제3대학 등으로 개칭하고, 한 대학에서 교원의 재임기간을 정해 정례
적인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립 대학을 평준화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한다. 서울대학의 학부를 폐지하고 연구중심대학원화 하고, 대학원의 학문 분
야는 기초학문, 소외된 학문,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학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학
문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국립대학을 공익법인화 하여, 정부는 국립대학 운영
을 지양하고, 사립대학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을 지원하고 교원인사와 학생선발, 예산편성 등의 모든 권한은 당해
대학이 관리하도록 한다.
넷째, 학벌주의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에는 일정 기간 당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
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
간 동안에는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수도권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지역 산
업간의 연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학벌에 따른 대학 서열화 개선을 위한 BK21 평가기준 개선한다.
비명문대학이나 지방대학에서 계열(학과)별로 노력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지원
해 주도록 한다. 각 대학 교육의 질 판단 지표에서 학문 발전 지표에 버금갈 정도
로 취업능력제고 지표의 비중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학의 교육 인프라 구축 여부
보다는 자체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지표를 추가하도록 한다. 이들 지표의 설정을
통해 의지와 경쟁력을 소유한 비명문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
가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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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를 강화한다.
국립대학에서 특정 대학 출신 대학 교수의 임용 범위(2/3)를 제한하고 있는 교
수쿼터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임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평가하여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일곱째, 학벌주의 극복 관점에서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룬
다.
학교교육만으로도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및 대학입학제
도를 개선한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국립대학을 중심
으로 지역균형선발제를 적극 도입한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성취 기준에 따라 시
행되는 교과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내신 성적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의 도
입과 함께 수능시험을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변경하고, 각 대학은
다양한 기준(수능시험 결과, 표준화 기준에 따른 교과 시험에 관한 내신 성적, 특
기․적성 교육 참여 결과, 학교 밖에서의 능력개발 결과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
하도록 한다. 진로지도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직업
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자신의 학업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와 전
문대학에 입학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대책을 운영한다.
여덟째, 각급 학교 교육에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하도
록 한다. 부모의 학벌주의를 포함한 연고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함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지
원한다.
나. 대학교육의 평준화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부당한 보편적 차별인 학벌과 학력차별
의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된 시민단체이다. ‘학벌 없는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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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준화’를 통해 학벌을 극복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발췌인용>
학벌의 타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 (학벌없는사
회) 110)
1. 국립대를 무상평준화하라.
1.1 국립대 졸업자격을 단일화하라.
1.2. 사립대를 국립대 체제로 전환하라.
2. 서울대를 국민의 교육기관으로 정상화하라.
2.1. 서울대 학부를 개방하라.
2.2. 서울대를 대학원대학으로 개편하라.
3. 대학입학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3.1. 대학서열화 기제인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라.
3.2. 국립대학 통합전형을 실시하라.
4. 학벌에 의한 권력독점을 금지하라.
4.1. 공직임용제도를 개선하라.
4.2. 특정대학의 고위공직자 비율을 제한하라.
5.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정상화하라.
5.1. 응용학문을 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라.
5.2. 대학의 학문체제를 조정하라
6. 교육행정체제를 개혁하라.
6.1. 교육권력독점을 해체하라.
6.2.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라.

110) 학벌없는사회 (http://www.antihakb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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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장)은 교육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기제가 되
어 있는 사회에서 학교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것은 차별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주장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학교 평준화 운동은 한국사회의 근
본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운동으로서 단순한 교육운동이 아니라 가장 근
본적인 정치투쟁으로 본다. 시장경쟁이 평등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학교가 시
장과 같아지면 평준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교평준화 운동은 교
육 공공성의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김상봉은 대학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제로서 국립대학 중심의 평준화를 추구하고, 대학입시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장한
다.111)
홍훈은 입시 경쟁의 목표가 되는 한국의 대학들은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철저한 서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서열은 거의 변경할 수 없는 경직성
을 가지며, 이로 인해 대학간의 진정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진단
한다. 학벌을 기반으로 하는 기득권을 타파하는 행동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것으로서, 대학의 서열화를 궁극적으로 타파하여 평
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일차적인 조치로서 상위권 대학의
평준화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몇 만 명 정도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우수한 중․고등학생들
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고, 교양서적을 탐독하고 비판적 사고를 키울 시간을 갖게
될 것이며, 더불어 진정한 지식인이나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도 있
을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각 개인은 사회활동에 있
어서 대학의 간판이나 동창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
다.112)
대학의 차원에서는 서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개방하고 국공립대학의
통합을 시도해야 할 것이고, 입시차원에서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 내신성적으로
대학생을 선발하며 입시를 졸업자격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
111)
김상봉,
「학교평준화의
(http://www.antihakbul.org/)

의미와

실현전략」,

2003.12.14.게시

112) 홍훈, 「학벌주의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2000.11.11. (http://www.antihakb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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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서울대학교는 국민을 위한 대학이자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 중심 대
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113)
정세근은 학벌타파를 위해서는 먼저 “국립대무상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나
아가 점차 사립대가 준국립화하는 서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14)
또한, 대학교육 평준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진상의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있다.
정진상은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방안은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통
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국립대
학 통합네트워크’를 그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는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4년제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졸업장을 ‘국립대학 학사학
위’를 수여함으로써 대학 간 서열을 깨는 방안이다. 서울대는 자체 학부생을 두지
않고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지원에 의해 학부 강의를 수
강할 수 있게 한다. 입학자격은 총정원 중 70%는 고교 내신성적으로 30%는 대학
입학자격시험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선지원 후추첨의 방식으로 각 대학캠
퍼스에 배정된다. 학부 1기(1,2학년: 주로 교양과정)에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로만 나누고 학부 2기(3,4학년: 전공과정)에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 전문직과 직결
되어 있는 법학과, 의학과 등은 학부를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제도로 운영하며 학
부 1기를 마친 후 진학한다. 그러면서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립대학을 국립대로 전환하거나 편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5)
정진상은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해, ① 입시위주 교육의 지양되어
중등교육 정상화된다. ② 서열에 의한 대학 평가가 질에 의한 평가로 대체되어 경
113) 홍훈, 「우리 사회의 학벌 신화: 그대로 두면 50년 뒤에도 깨지지 않는다」, 2004.3.7.
(http://www.antihakbul.org/)
114) 정세근, 「입사지원서의 차별해당성 여부 -특히, 학벌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3.10.30., 43-45면.
115) 정진상,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범국민교육연대 주최『평준화학술대회』자료
집, 2003.12.13.-14., 75-107면; 정진상, 「‘서울대 폐지론’의 실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
축」,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년 7월호, 1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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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이 강화된다. ③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학벌주의가 타파되고 능력에 의해 평가
되는 사회가 된다. ④ 교육인구로 인한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⑤ 사교육비가 감소되어 교육형평성이 제고된다. ⑥ 노동시장에 지
나치게 종속되어 있는 대학교육이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정상화
된다. ⑦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밝
힌다.
그러나 대학평준화가 학벌 문제의 근본적인 대학의 고착된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김동훈은 대학평준화는 교육에 있어 국가주의를 강화하자는 철학이 바탕에 있
으며, 더 이상 대학을 민간 영역에 맡기지 말고 국가의 공적 기관으로 전화하자는
발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116)
홍승기는 국립대학을 망라하여 구축한 네트워크가 국제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지 의문을 제시하면서, 평준화 정책이 폐지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서울대를 없
애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동성을 갖춘 몇 개 명문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서 동시에 그들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격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117)
오현석은 국립대공동학위제가 도입되면 서울대만이 아니라 다른 우수한 국립대
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역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학벌주의의 원인을 서울대로 지
목하고 서울대를 폐지하면 그 근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발상은 빙산의 표면을 없
애면 빙산 전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라고 비판한다.118)
다. 교육에의 국가주의 통제의 약화

116) 김동훈,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더북, 2002,
243-250면.
117) 홍승기, 「서울대 죽이기」,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년 7월호, 19-23
면.
118) 오현석, 「국립大 공동학위제 주장의 문제」, 서울신문 기고, 20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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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학사만)는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교육에의
국가주의 통제의 약화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시제도의 폐지 및 비공개 무시험으로 재량선발, 중등교육에 단
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 국가는 국․사립 대학간의 공정경쟁을 유도, 국립
서울대를 독립법인화하고 국고지원을 중단 등을 제안한다.
<발췌인용>
학벌 없는 사회, 이렇게 만들자.

119)

1.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국가통제를 풀어야 한다
- 대학입학은 대학과 지원자간의 사적인 계약이다
(1) 입시를 폐지하고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라
(2) 비공개로 대학이 재량선발하라
(3) 획일적인 고교내신평가를 막아야 한다
2.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풀어야 한다
(1) 국정․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완화하라
(2)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통제를 완화하라
(3) 교사의 교육평가권을 확립하라
3.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라
(1) 국가는 대학을 운영하지 마라
(2) 국가는 대학운영에 간섭하지 마라
(3) 국가는 지방대학을 우대하라
(4) 국가는 대학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라
4. 학벌의식을 해소하자
(1) 학벌문제를 더욱 공론화시키자
(2) 시험만능주의를 타파하자
(3) 동문회의 파벌화를 방지하자
119)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 (http://www.goodbyehakbul.org/mak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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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벌의식을 조장하는 언론을 감시하자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는 이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통일적으로 입
장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 단체의 홈페이지120) 등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것은 교육에 있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의 중지”로 대변될 수 있다. 즉 우리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확대하거나 한정된 재정
을 무작정 퍼넣을 것이 아니라 그간의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입이 초래한 제
도적 구조물들을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동훈(학벌 없는 사회, 사무처장)은 국가주의적 교육 개입의 폐해는 교육활동
의 자유를 속박함으로써 일선 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교육활동을 벌일 역
량을 잃게 한 것이었다고 진단한다. 국가주의적 교육 개입의 중핵인 입시의 국가
독점 관리는 진학 드라이브를 강화시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더욱 치열한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국립과 수도권 대학 우위의
대학 서열 체계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을 모토로 몇몇 대
학에 지원을 집중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교육에 대한 지나친 국가주의적
간섭은 교육의 다양성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학생
간, 학교 간 석차 경쟁 체제를 조성한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교습하
는 전국의 학생들은 전국 단위의 석차 경쟁을 벌이고 결국 서열화된 대학 체계
아래 한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121)
김동훈은 교육과 대학에 있어 국가주의의 상징적 구심이 되어버린 국립서울대
의 진로에 대해 그 존폐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국립
대학의 개편 방향으로서 ① 민영화, ② 민영화할 때 인수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독립법인화, 또는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전 등을
제안한다. 우리 고등교육의 문제는 대학의 고착된 서열화로 대학간에 진정한 경쟁
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데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학이 유수한 사립대학들과 경
쟁하려면 국가의 물질적․이념적 후견을 과감히 내던지고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
120) http://www.goodbyehakbul.org/
121) 김동훈,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더북, 2002,
201-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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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국립대학이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 고유한
공공적 역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예컨대 철저히 복지적 역할
을 하는 대학, 또는 국민의 평생교육기관 등이다. 이러한 방향은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이 사립대와 구별되는 유일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립의 타이틀을 벗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옮겨가는 것이 효
율적이며 지역 분권의 흐름에도 일치한다고 본다.122)
그러나, 서울대 등 국립대학의 민영화나 대학간 공정한 경쟁의 강화가 학벌주의
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홍훈은 공정한 경쟁의 강화는 연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학벌주의와 시장적 자
본과의 본격적 만남인 대학서열화의 시장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결국 상품가
치가 떨어지는 기초학문 분야의 도태와 더불어, 대학의 본래적 의무인 학문의 경
쟁력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아울러 학벌주의와 시장적 자본과의 만남으로 인해
기존의 입시 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을 소유한 계층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특히 서울대 등 국립대학이 민영화되었을 때, 대학이 교육보다는 경쟁의 단위로
규정되어 교육의 공익성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능력있고 실력있
는 사람이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극심한 불평등을 국
민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예측한다.123)
라. 기타 제안
이정규는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적 측면에서는 대학의
자율화 및 특성화, 국립대의 평준화와 특성화, 지방대 출신을 위한 인재 할당제
실시, 사립대학의 대학간 통폐합과 컨소시엄 구성 유도, 국․공․사립대학간 교수
및 학생의 교류, 대학의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간 공정한 경쟁 유도, 대학원체제
122) 김동훈,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더북, 2002,
216-240면.
123) 홍훈, 「학벌타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 『학벌타파와 지역별 인재할당
제』, 학벌타파 대안토론회 자료집, 2003.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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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고시제도 폐지, 서울대학교의 학부 폐지 및 연구중심대학원화, 대학입시제도
의 개선, 수학능력시험 폐지, 고교졸업자격 시험 실시, 입학․재학․졸업시 소외계
층을 위한 제도적 배려, 대학 선발기준의 다양화 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124)
이종재(한국교육개발원장)는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학벌주의는 실제적인 고
용․승진 관행과 함께 국민의 의식 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또한 교육을 통해 학력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점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한다.
“앞서 나가는 소수를 억제하고 막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는 급진적인 접근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능력에 맞게 개성을 신장해 나가도록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
학교의 운영을 통한 학력보완체제의 구축과, 학점은행제의 확대를 통한 교육욕구
의 충족은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의 압력을 줄여주는 대안적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한다.125)

4. 정책 제언
가. 교육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의 난맥상
학벌주의의 폐해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대학교육제도 또는 서울대학
처럼 특정학벌의 존재는 학벌주의의 원인이면서도 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없애거나 국립대학교를 없앤다고 하여 학벌주의의 문제나
학벌로 인한 차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의 또 다른 학벌이
서울대의 학벌을 대신하거나, 해외 유학의 학벌이 대신함으로써 학벌주의는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은 국립대학의 운영체제
의 개편의 필요성 여부, 지방대학 육성의 방법, 대학 입시제도의 개혁의 필요성
124)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 근원과 발달』, 집문당, 2003, 193-194면.
125) 이종재, 「특정대 없애면 학벌타파?」, 대한매일 기고문, 20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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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 대학교육제도와 관련한 제반 논점에 관해 종합적인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학벌․학력 차별과 관련하여 교육제도의 기존의 개선의 논의는 앞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듯이 아직은 서로 융화되어 발전 방향을 찾기에는
이른 것 같다.
국가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는 전제 아래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능
력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은, 다른 한편으로는 학벌주의의
근본 원인이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국립대학에 특혜를 주어오면서 국가의
획일적인 관리를 하여온 대학교육정책에 있다는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
학간의 경쟁이 필요하며 그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
해서는 교육제도를 시장주의 경쟁의 잣대로 계획하여서는 안되고 대학교육의 평
준화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단시일에 쉽게 학벌주의를 개
선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 힘들다. 학벌주의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에 심각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제도의 개혁은 장기간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계
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제도의 개혁은 교육제도의 목적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대학 서열화
의 극복이 대학교육제도의 개혁방향의 한 기준 또는 한 효과로서 의미할 수 있겠
지만 개혁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1차적 또는 주된 목적
이 될 수 없다.
고등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대학교육의 기능과 위상
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단지 학벌의 극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이
주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대학교육제도의 목적(특히 국공립대학의 공교육 목적)
이 무엇인가에 관해 산업중심의 교육이냐 또는 기초학문의 육성이냐, 공정한 경쟁
의 강화냐 아니면 교육 평준화냐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해결되는 가운데에서 학벌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모
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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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AP 수립과 관련한 정책 제언
학벌 차별 시정과 관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국가행동계획, NAP : 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에 대해 교육제도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육제도의 목적, 특히 국공립대학의 공교육 목적에 대해 전술하였듯
이 논란이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향후 논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인권,
평등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교육제도의 개혁이 학벌차별의 시정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든 간에, 그것이
대학학력 중시를 강화하여 부당한 학력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학학력 중시 풍조는 대학 미진학자(또는 2년제 대학 진학자)에 대한 차별을 발
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대학입시가 국가주도 아래 통
일적으로 진행되어온 왔지만 앞으로는 대학교육의 기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등)에게 교육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
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저학력으로 인해 차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을 육
성하는 것은 지방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잠정적인 우대조치 등 의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방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
여 배출하더라도 결국 그 지역에서는 고용의 기회가 적어 서울․수도권으로 진출
할 수밖에 없다면 출신지역 차별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힘들며, 다시 지역을 매
개로 한 학벌구조가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등 국가의 지
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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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벌․학력 차별의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2) 정치적 영역
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3)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의식, (4) 자격 부여 등에 있
어서의 학력 차별, (5) 교육제도의 개혁 등에 관해 기초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의 금지 및 시정을 위한 정책 대안
첫째,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학벌․학력에 의한 차별이 법상 금지되
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학벌․학력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의 제반 영역(모
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학벌․학력 차별 금지, 교육․직업훈련 영역에 있어 학력 차별
금지, 대중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한 학벌주의․학력주의 조장에 대한 시정권고 권
한 등과 출신지역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학벌 차별의 시정에도 기여
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둘째, 입사지원서의 학력란을 폐지한다.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경우
그 법에서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삭제를 명문화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학력란의 기재 내용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실상 삼아옴으로써 학
벌학력 차별을 행해 온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학력란의 폐지는
모든 학력란에 대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학력란의 기재"를 폐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의 채용시 지역 인재의 채용을 장려한다. 지
역차별의 해소(지역간 균형발전)를 위하여 당해 지역의 인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
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역인재의 활용을 위한 우선조치는 (1) 그 지역내의 학
벌 차별이 오히려 강화하지 않도록 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며, (2) 사회적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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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 적극적 조치와 연계가 필요하다.
2)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정책 대안
첫째, 고위 공직 임용 시 학벌․학력 차별의 해소를 위한 균등임용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 공직에 임용에 출신 대학별 제한을 설정하고, 국가고시에 지역
인재를 할당하고(지역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 사법시험을 법
과대학원(로스쿨)제도로 전환하고 지역별로 안배하여 설치한다.
둘째, 공직선거에서 학벌주의․학력주의 관행을 개선한다. 선거후보자 이력에서
학력을 삭제하고(공직선거법 개정), 언론매체의 선거 보도에서 후보자의 학벌학력
소개나 학벌학력별 통계 보도를 금지한다.
3)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의식의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이외에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로
부터 학벌주의 및 이와 연계된 지역연고주의의 폐해를 위한 극복 노력이 필요하
며,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극복하여 능력중심사회로 발전하는 일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
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회의식의 개혁을 위하여 이를 위한 교육․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
다. 특히 (1)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2) 대중매체 및
언론사의 학벌등에 대한 보도 관행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교
육과 홍보를 행해오고 있으므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의식개혁에 관해서도 교
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언론사의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보도 관행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림으로써 사회의식의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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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의 학력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정책 대안
첫째, 학력을 요건(필수요건 또는 우대요건)으로 하거나 학력의 기재를 요구하
는 법규정의 경우 당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학력”에 대한 평가가 진정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자격이 다양해지고
질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직업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차별적 소지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작성․제출되는 각종 서식에 ‘학력’의 기재가
요구되는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력 기재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불
분명하거나 학력 차별적인 의도가 오히려 숨어 있거나 또는 차별적이 대우를 유
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학력란을 과감히 삭제토록 함으로써 당해
영역 및 사회전반에서 학력차별 내지 학력주의를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5) 교육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정책 제언
첫째, 대학교육제도의 목적, 특히 국공립대학의 공교육 목적에 대해 여러 논란
(예를 들면, 산업중심 교육이냐 기초학문 육성이냐, 공정한 경쟁 강화냐 교육 평준
화냐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향후 논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인권,
평등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교육제도의 개혁이 학벌차
별의 시정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든 간에, 그것이 대학학력 중시를 강화하여 부당
한 학력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등)에게 교육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
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저학력으로 인해 차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을 육
성하는 것은 지방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므로,
지역경제의 발전 등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도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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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연령차별 >
1.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1-1. 포괄적인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의 제정

○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권한과
임무 등)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에 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차별을 규율하는
실체법적 내용을 충실히 담기에 부적절
- 이에 나이 등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
는 차별금지일반(기본)법 제정 필요
○ 추진전략
1-1-1.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금지
1-1-2. 고용 및 기타 영역(재화, 용역, 교육 등)에서의 차별금지내용의 구체화
1-1-3. 연령차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차별사유의 인정(일반적 차별예외
사유, 각 영역에 고유한 차별예외사유)
1-1-4. 차별구제기관과 구제수단의 명시
※ 차별구제기관의 다양성(예,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인정 여부
에 관한 검토 필요

○ 근거 및 외국사례
- 포괄적인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의 제정방식은 각 종의 독립적 차별금지법
(예,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입법화에 따른 차별금지법제

- 256 -

의 다원화 내지 복잡화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다만, 그 실체적 내용
이 불충분한 경우 각 차별사유에 고유한 특수성이 간과되거나 독립적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 갈등 초래
- 캐나다의 경우 1977년에 제정된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 Act)에서
연령 등 다양한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 등 제 영역에서의 직접․간접차별을
규제하고, 인권위원회가 차별구제를 담당
※ 호주의 경우 제 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연방차원의 연령차별금지법안
(Age Discrimination Bill)을 2003년 의회 상정, 2004년 6월 현재 최종 입법화 임
박. 인종차별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별도 제정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1-2.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 필요성
- 고용차별은 다른 차별에 비해 그 발생빈도 및 심각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
령사회에 대비한 고령노동력의 활용과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다 강한 규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차별사건(2001. 11. - 2003. 10.) 중 고용차별 46%, 재화
등 공급․이용 차별 16.4%,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4.9%.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 등에서 고용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나 차별금지사유의 제
한, 적용범위의 한정, 선언적 차별금지, 실효적인 구제수단 부재 등의 문제
점 내포
○ 추진전략
1-2-1.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근로관계의 성립․전개․종료 전 단계에 걸친

- 257 -

다양한 고용차별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포섭하는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1-2-2. 연령차별금지 보호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 예시 : 최저연령 15세(의무교육상 고용가능 최저연령), 최고연령 60-65세(정년
제 관련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과 연계)

1-2-3. 연령차별 예외사유의 명시
※ 예컨대, 진정 직업자격, 연공(재직기간)에 따른 우대, 적극적 조치 등

1-2-4. 고용차별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구제기관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 확립
※ 노동위원회의 관할 확대, 인적․물적․조직적 독립성 등 확보

○ 근거 및 외국사례
- 고용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서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방식
※ 고용 외의 영역에서의 연령차별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국가인권위
원회에 의해 커버 가능
※ 고용차별금지의 내용 관련 차별금지일반(기본)법과 고용차별금지법간의 상충 방지
하여야 하며, 법의 성격상 고용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의 특별법적 지
위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를 보충․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입법화

- 유럽연합(EU)의 2000년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제2000-78호
지침’은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을 규제
- 미국의 경우 1967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 40세 이상의 자에 대한 고용상의 연령차별 금지
※ 민권법(Civil Right Act, 1964),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별도 제정(고용 외의 영역 포괄)

- 아일랜드는 1998년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을 제정, 연령 등
9가지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
※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 2000)을 별도 제정, 고용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규제

○ 관련기관 :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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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2-1.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연령차별구제수단의 확립

○ 필요성
- 노동위원회는 해고 이외의 고용차별을 구제할 수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고용차별구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그쳐 구제의 현실적 실효
성 한계
- 연령차별의 피해자가 차별추정의 사실을 제기한 경우 차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타당 당사자에게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연령차별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 부재
○ 추진전략
2-1-1.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의 확립
※ 노동위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다양한 구제(행위중단, 원상회복, 장래 일
정한 행위금지 등)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가능

2-1-2.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와 수단의 확립
※ 차별구제신청의 범위 확대(차별피해자 외 노조 등 이해관계 단체 포함)
※ 차별구제신청, 증언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보복(불이익취급) 금지
※ 입증책임의 전환
※ 차별구제수단의 다양화(차별의 중지․시정․예방, 물직․정신적 손해배상 등)
및 그 이행(가집행, 긴급이행 등) 확보

2-1-3.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 제재는 응보적․예방적 징벌 차원에서 실효적, 다만 차별의도가 없는 간접차별
에 대한 형사벌칙 적용은 곤란
※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필요
※ 민사징벌제도의 강구

○ 근거 및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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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를 통한 통일적인 고용차별구제(신속한 구제, 저비용의 구제, 법
적 구속력 있는 명령을 통한 구제 등)의 확립은 기존 조직과 경험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기대 가능.
※ 다만,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EU 2000년 ‘고용․직업에서의 평등대우 지침’(제2000-78호)
※ 행정적 구제제도의 마련(조정절차 포함), 차별구제신청자의 범위확대(차별피해자 외
의 자), 입증책임전환(단, 형사절차 미적용, 사실관계조사절차에서 배제 가능), 차별
구제신청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금지, 실효적․비례적․예방적인 차별행위의 제
재 등에 대해 규정(제9조~제11조)

- 미국에서는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라는 하나의 기관이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구제 담당
※ 차별피해자는 행정구제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차별소송 제기 가능(단, EEOC는 차별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별소송 제기할 권한 보유)

- 아일랜드의 경우 평등심사국(ODEI)이라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 고용차별
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를 담당하고, 구속력이 있는 구제명령 권한 보유
○ 관련기관 : 노동부

2-2.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등 관련 연령차별 금지

○ 필요성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에서의 균등대우)는 연령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
하지 않고 있고, 모집․채용에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 내포 / 고용
정책기본법(제19조)은 모집․채용에서의 사업주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부재 등 선언적 금지에 그침
※ 신규채용시 연령제한 사업체(조사대상 총 1,433개 사업체)의 비율은 50%(한국노동
연구원, 2002년 사업체실태조사결과) / 공기업 및 정부산하 기관의 경우 58.8%(노
동부, 2004년 2-3월 조사결과)

- 각종 공무원관계법령에서는 응시․채용연령을 제한(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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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외무공무원임용령,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고용직공무원규정 등)
※ 예컨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5급 20~32세, 6급․7급 20~35세, 8급․9급
18~28세,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18~40세,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18~35세(공무원임
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

- 고령자고용촉진법(제4조의 2)은 고령(55세 이상) 또는 준고령(50~54세)을 이
유로 하는 사업주의 모집․채용․해고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나, 법위반에 대
한 제재가 전무하여 선언적 금지에 그침 / 고용조정시 연령(특히 고령)을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 심화
※ 인력선발시 고령자 기피율에 대한 조사에서 “다소 기피하는 편” 및 “매우 기피하
는 편”이라는 응답의 합이 58.6%(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사업체실태조사결과)
※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인사고과나 징계경험을 고려한 경우 약 67%, 연령을 고려한
경우(직종․직급에 따른 연령 고려 포함)가 약 52%, 근속년수를 고려한 경우가 약
46%,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경우가 약 36%(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실태조사결과,
지난 3년간 고용조정을 실시한 적이 있는 사업체 대상)

- 최저임금법은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일반근로자에 비해 10% 삭감(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 추진전략
2-2-1.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 금지(위반시 제재) / 공무원 채용응시연령제
한 폐지
※ 진정 직업자격 또는 직무의 성격상 연령제한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예, 군
인) 제외

2-2-2. 정리해고시 사회적 관점(고령자 등 해고에 따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근로자의 보호)을 고려한 해고기준의 설정 의무화
2-2-3. 인사․승진에서의 평등기회보장
2-2-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 단, 기업공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행하는 연공(재직기간)에 따른 대우의 차이
는 제외, 고령근로자의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시 금전적 보상의 우대 제외
※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경우 직무평가제도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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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삭제 검토

2-2-5.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연령차별의 금지
2-2-6. 연령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harassment)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금지
※ 괴롭힘 : 나이에 근거한 언동으로 개인의 존엄성․인격침해하거나 위협적․적
대적 또는 굴욕적 작업환경의 조성

○ 근거 및 외국사례
- ILO 1980년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
※ ①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② 개인적 기술과 경험 및 자격을 감안한 채용과 직업교
육훈련(유급교육훈련유가 포함), 승진과 업무할당, ③ 고용종료, ④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보수, ⑤ 사회보장조치와 복지급여, ⑥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5조)

- EU 2000년 ‘고용․직업에서의 평등대우 지침’(제2000-78호)
※ ① 선발기준․채용조건을 포함한 고용접근과 승진, ② 실무적 현장경험을 포함한 모
든 형태 및 모든 수준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 ③ 해고와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 및
근로조건, ④ 노사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및 노사단체가 제공하는 급부 등에서 연령
차별 등의 금지(제3조)
※ 연령 등과 관련한 괴롭힘에 대해서도 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제2조 제3항)

-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 ① 사용자에 의한 채용거부, 고용기회의 박탈, 해고, 기타 근로조건상의 차별 등 금
지, ②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거부, 기타 차별적 행위 등 금지, ③ 노동
단체에 의한 가입거부, 자격박탈, 기타 차별적 행위 등 금지, ④ ADEA 위반과 관련
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증언, 지원 또는 참여를 이유로 차별 등 금지(29 U.S.C.

§623)
※ 다만, 연령이 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이외의 합리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차
이를 두는 경우, 선임권제도(seniority system)에 의거한 경우, 근로자급부제도․자발
적조기퇴직제도에 의거한 경우 등은 ADEA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 연령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의 경우 판례법상 차별의 한 유형으로 인정

○ 관련기관 : 노동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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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극적 조치제도의 도입

○ 필요성
-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기준고용율제도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여 그 실
효성 미흡
※ 고령자기준고용율제도 :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고령
자 일정 비율(업종에 따라 3-6% 차등 적용) 이상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준
고용율 초과 사업주에 대한 조세감면, 고용지원금 지급 가능
※ 고령자 고용율 평균 3.7%이나 업종별로 큰 차이, 특히 제조업의 경우 1.58%에 불과
(노동부, 2002년 고령자고용현황조사결과)

- 고령자우선직종고용제도의 적용은 공공부문에 한정
○ 추진전략
2-3-1. 연령차별 등 다양한 고용차별의 예방․시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부과
※ 계획수립시 노사간 협의 의무화
※ 정부 가이드라인의 사전 제시, 지도․권고의 서비스 제공

2-3-2. 적극적 조치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포상․제재
※ 이행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화
※ 계획불이행에 따른 실효적이고 비례적인 제재조치의 확립
※ 평가우수사업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예, 조세감면, 정부조달계약
시 가산점 부여, 고용보조금지원 등)

2-3-3.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적극적 조치제도의 적용
※ 공공부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정부조달계약기업 포함)을 우선적 대상
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단, 시행초기 적용대상범위의 협소화에 따른 제도
의 실효성 저해를 방지하여야 함

○ 근거 및 외국사례
- ILO 1958년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 협약’(제111호)
※ 나이 등의 이유로 특별한 보호․지원이 요구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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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정한 특별조치는 차별에 해당 않음(제5조 제2항)

- EU 2000년 ‘고용․직업에서의 평등대우 지침’(제2000-78호)
※ 청년, 고령자 등의 직업적 통합 촉진 또는 그 보호를 목적으로 고용․직업훈련 및
근로조건에 관한 특별한 요건 설정은 연령차별에 해당 않음(제6조 제1항)
※ 실제상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연령 등과 연관된 불이익을 예방하거
나 보상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채택․유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않음(제7조 제1항)

- 미국의 경우 존슨 대통령 행정명령 11246호에 의해 평등촉진을 위한 계약준
제 시행
※ 정부와 계약 체결하는 모든 기관․기업으로 하여금 행정명령이 규정하는 고용차별
금지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준수케 함 / 계약에 포함된 고용평등관련 조항을
계약자나 하청계약자가 미준수시 계약의 전부․일부의 취소, 해지, 보류 가능

○ 관련기관 : 노동부, 재경부

2-4.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 필요성
- 민간부분의 경우 정년제 규제하는 실정법 부재 / 관행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제 설정
※ 정년제 실시 사업체의 비율 76.2%(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6.4%), 평균 정년연령
은 55 ~57세(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사업체실태조사결과)

- 각 종 공무원관계법률은 직무 종류별 내지 계급별 공무원의 정년 규정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
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정보원조직법, 군인사법 등

○ 추진전략
2-4-1.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제의 금지
※ 직무성격상 연금수급연령 하회하는 정년 설정의 합리성 인정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장려 및 지원제도 강화(제1단계) → 60세 미만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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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금지(제2단계) → 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60세에서 65
세)에 따른 정년금지연령의 상향조정(제3단계)
※ 공무원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정년까지의 고용보장, 업무의 특수성(예,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등에 비추어 법령에 의한 직무별 정년제 및 계급별 정
년제의 합리성 인정(단, 정년과 연급수급연령간 연계성원칙 준수)

2-4-2. 근로자 주도적 능력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유급교육훈련휴가제의 신설
※ 교육훈련내용에 관한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훈련비용
의 지원

2-4-3. 지연은퇴 및 연금수급청구의 연기(연금수령연령 이후의 계속적 노동과
기여금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
※ 보다 유리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설계
※ 조기은퇴(연급수급연령 하회하는 합법적 정년) 관련 정년과 연금수급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근거 및 외국사례
- 국제노동기구(ILO) 1980년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
※ 특정 연령에서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은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
차별금지의 원칙과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제22조)
※ 고령자의 연급수급연령을 초과한 노동과 기여금납부를 통해 보다 고액의 급여를 받
을 목적으로 연금청구를 수급연령 이후로 연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제29조)

- 미국 ADEA는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직조치를 연령차별로 금지
※ ADEA 제정 당시(1967년) 법적용 상한연령 65세 → 1978년 법개정 70세 → 1986년
법개정 상한연령 완전 폐지(단계적으로 강제퇴직금지 시행)
※ 단, 경찰․소방관, 기업의 경영간부 등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강제퇴직 허용 /
기업연금제, 자발적조기퇴직제에 근거한 일정 연령의 퇴직은 연령차별에 해당 않음

- 프랑스 노동법전은 일정 요건 하에서 노령연금수급권과 연계한 강제퇴직조
치의 합법성 인정
※ 요건 : 근로자의 완전노령연금수급권 취득, 그리고 단체협약․근로계약상 완전노령
연금수급연령을 초과하는 퇴직연령을 정한 경우 그 연령 도달(L.122-14-13조 제3항)

- 일본의 경우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법률로 금지
※ 1994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면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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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법률로 금지

○ 관련기관 :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3.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3-1. 고용보험법상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의 차등 시정

○ 필요성
-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일수에서 피보험기간(보험가입기간)
과 연령에 따른 차등을 둠(제41조 제1항 및 별표).
※ 예컨대,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30세 미만
9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150일

○ 추진전략
3-1-1.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요건의 삭제
○ 근거 및 외국사례
- 동일하게 비용(보험료)을 부담한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
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취급
※ 더구나 급여지급기간을 상당히 제한(최고 240일)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연령그룹에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 제한
※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은 본인 기여에 비례한 급여지급으로 합리적임.
※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제102호, 1952년) 및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협약’(제168호, 1988년)의 경우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지급기간의 차등 허
용(단, 일정 기간 이상의 급여지급 보장 요구)

- 급여 목적이 실업기간 중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는데 실업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
※ 예컨대, 연령보다는 부양가족수에 따른 차등이 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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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경우 급여액수에서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증액하거나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50세 또는 55세 이상 고령실업자에 대한 급여지급기간의 연장은 허용

○ 관련기관 : 노동부

3-2. 특수직역 연금법상 연장자 우대의 수급자격요건 시정

○ 필요성
- 공무원연금법(제41조의 2, 동법시행령 제36조의 2 제2항) 등은 사망조위금
지급 관련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급여액의 균분이 합리적임
에도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규정
※ 동일한 취지의 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47조의 2 제2항, 군인연금법시
행령 제68조 제2항,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44조의 9 제2항

- 마찬가지로 군인연금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수급
자 특례규정에서 연장자를 선순위로 규정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받을 유족(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
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이 없는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되 그 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고 있음(동법 제14조, 동법시
행령 제25조 제2항)

○ 추진전략
3-2-1. 사망조위금지급 관련 복수의 동순위자간 균분
3-2-2. 군인사망에 따른 급여수급특례 관련 복수 동순위자간 균분
○ 근거 및 외국사례
- 급여수급자를 정함이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령
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한 유형에 해당
- 국민연금법에서는 사망일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동순위자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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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제69조의 2 제3항)
○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4. 기타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4-1. 교육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를 우선 합격
시키는 대학기준의 불합리성 지적(2002. 6. 18. 02진차22 결정)
- 교육기본법상 교육차별금지사유에 연령 미포함(제4조)
○ 추진전략
4-1-1.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기회의 제공, 교육의 내용 및 지원 등에서 연령차
별금지의 확립
4-1-2.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 예컨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특정 연령 이상의 학생만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이 연령 미달을 이유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차별에서 제외

○ 근거 및 외국사례

- 교육에서의 연령차별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修學權)에 대한 침해․제한
※ 헌법 제31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13조 등

- 아일랜드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은 연령 등 9가지 차별사유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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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4-2. 재화․서비스․시설 등 제공․이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필요성
- 연령을 이유로 주택임대의 거부, 상업시설의 이용 제한, 보험가입의 거부․
제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제한 등이 발생
※ 은행․보험, 의료, 교통, 토지, 각종 공공․상업․주거시설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 있음

- 재화 등 제공․이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나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함
※ 예컨대, 가족 중 유아 내지 노약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주택임대의 거부, 아동을
동반한 경우 소란 등 영업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영업시설의 출입을 제한
하는 경우

○ 추진전략
4-2-1. 재화․서비스․시설의 이용 관련 연령차별의 포괄적 금지 확립
※ 연령에 근거한 ‘괴롭힘’도 금지대상에 포함

4-2-2. 본인 외 가족․관계인의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연관차별) 금지
4-2-3.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 명백하고 객관적인 보험통계상의 증거에 의한 보험서비스의 제한․차등
※ 의학적 증거(예, 특정 연령층에 대한 효과성 또는 위험성)에 입각한 의료서비
스의 제한
※ 공익(건강․보건․안전 등) 기타 합법적 또는 정당한 목적을 이유로 한 시설의
이용 제한

○ 근거 및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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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캐나다인권법은 재화, 서비스,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서의 연령차별 금지(연령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 포함)
※ 정당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차별이 아님(단, 건강, 안전 및 비용에 비추어 과도한 곤
란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요구)

- 2000년 제정된 아일랜드의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은 연령 등을 이유
로 하는 재화, 서비스, 부동산, 시설 등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4-3. 공공기관 내부선거․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우대기준의 개선

○ 필요성
-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 국회 내의 각종 선거,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의
선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위촉 등에서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선출․위촉토록 규정하거나, 국회 내지 정부 산하 각종 공공위원회에서 의
장․부의장․위원장를 대신하는 직무대행자를 연장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은 그 합리성 의문
※ 관련 법령 :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제12조, 국회법 제18조․제47조․제112조,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
에관한규칙 제3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24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7조, 문화예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문화재위원회규정 제3조․제6조, 방송
법 제22조, 영화진흥법 제9조 등

○ 추진전략
4-3-1. 연장자우대기준을 다른 합리적 기준(예, 호선)으로 개선
○ 근거 및 외국사례
- 합리적 이유 없는 연장자우대는 연하자의 배제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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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합리적인 다른 기준(예컨대, 호선)이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연령차
별금지의 관점에 부합
○ 관련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 정부부처 등

4-4. 선거법상의 연장자우대 및 선거연령 기준의 재검토

○ 필요성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8조 제1항, 제191조 제1항)하
고 있으나 그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동일 취지의 관련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6조

- 선거권이 부여되는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합리성 재검토 필요
○ 추진전략
3-2-1. 공직선거 연장자우대 당선자결정기준의 개선
3-2-2. 선거권연령의 하향화
○ 근거 및 외국사례
-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
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투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 재투표가 불가한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 기준 개발
필요
- 입법예고(2004.6.14, 법무부공고 제2004-25호)된 민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민법상 성년연령의 하향(20세→19세)이 예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선거연령 20세 역시 하향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 / 국제적으로 선
거연령 18세가 일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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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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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학력차별 >
1.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1-1.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의 제정

○ 필요성
- 학벌·학력에 의한 차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학벌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
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거나, 학력으로 대변되는 잠재적 능력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음.
- 이는 학벌·학력에 대한 근거 없는 특혜를 부여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며, 학
벌주의·학력주의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은 언급하고 있지만, 학
벌(출신학교) 또는 학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학벌․학력 차별의 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출신지역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예: 고위공직제한 또는 인재할당, 지방인재채용장려)가 학벌차별의 시정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울․수도권 대학졸업자(특히 명문대학이 아닌 경
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음.
○ 추진전략
1-1-1. 고용의 제반 영역(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학벌․학력 차별 금지
를 명확화
1-1-2. 교육․직업훈련 영역에 있어 학력 차별 금지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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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중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한 학벌주의․학력주의 조장에 대한 시정권
고 권한 명확화
1-1-4. 출신지역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학벌 차별의 시정에도 기
여됨을 명확히 규정
○ 근거 및 외국사례
- 학벌․학력 차별 금지는 우리 사회의 특유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한 외국사
례나 국제적 기준은 발견 안됨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1-2.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삭제

○ 필요성
- 입사지원서에서 학력의 기재는 출신 대학교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서열에 따
른 학벌 차별과 4년제 대졸, 2년제 대졸, 고졸 사이의 학력 차별로 작용
- 지금까지 학력란의 기재 내용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실상 삼아옴으로
써 학벌·학력 차별을 행해 온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 추진전략
1-2-1. 학벌․학력차별금지법에서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삭제 명문화
○ 근거 및 외국사례
- 학력란의 폐지는 모든 학력란에 대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
한 학력란의 기재"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함
- 업무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전문학력이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학력란을
만들 수 있음. 필요성의 입증은 사업주가 부담. 학력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에도 출신학교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전공까지만 기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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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함.
- 대학에서의 전공 여부보다는 전문적인 자격증의 취득 여부, 전문적인 교육
훈련과정(인턴쉽 프로그램 포함)의 이수 여부 등의 사항이 오히려 필요성이
강하므로, 전문학력의 기재 필요성에 대한 사례적 접근을 통해 채용 관행에
서 "학력의 중시"가 "능력의 중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1-3.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채용시 지역 인재채용 장려

○ 필요성
- 지방인재의 취업이 학벌·학력주의에 의해 어려움이 큼
- 지역차별의 해소(지역간 균형발전)를 위하여 당해 지역의 인재가 적극적으
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추진전략
1-3-1. 학벌․학력차별금지법에서 지역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근거
마련
1-3-2. 공공부문 채용시 지역 인재채용 장려 실시
○ 근거 및 외국사례
- 우대 조치의 대상 기준은 지방 인재가 아니라 지역 인재임. 즉 각 지역 권
역에서의 모집·채용에서 그 지역 출신 대학 졸업자에게 채용의 우선 기회를
제공.
※ 지방대학 출신의 우대조치는 서울·수도권의 서열이 낮은 대학 출신자가
느끼는 학벌 차별을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차별만 발생
- 지역인재의 활용의 방법으로 채용제한이나 채용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접근
보다는 채용장려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이 대상의 제외자와의 관계에서 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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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음.
※ 예 : 공공부문 기관이 당해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인턴쉽 프로그램
을 개발·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한 인재를 연간 전체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에 할애
- 지역인재의 활용을 위한 우선조치는 (1) 그 지역내의 학벌 차별이 오히려
강화하지 않도록 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며, (2) 사회적 취약계층에대한 적극
적 조치와 연계가 필요
○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2.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2-1. 고위 공직 임용 시 학벌․학력 차별의 해소를 위한 균등임
용 도모

○ 필요성
- 고위 공직에 특정 몇 개 대학의 출신자가 주로 진출
- 정치적 영역에서 차등적 진출 결과는 특정 학벌의 정치적 독점 강화의 문제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의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고용을 포
함한 일반적 영역에서도 학벌중시로 연결되는 파급 효과를 발생
○ 추진전략
2-1-1. 고위 공직에 임용에 출신 대학별 제한 설정
2-1-2. 국가고시에 지역인재 할당 : 지역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 중 선발
2-1-3. 사법시험을 법과대학원(로스쿨)제도로 전환하고 지역별 안배 설치
2-1-4. 위 각 조치에 대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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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및 외국사례
- 임용직 고위 공직도 선거직 고위 공직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바, 특정 학벌 출신자로만 독과점 되는 것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
서 정치적 대표로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국가고시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당해 지역의 대학에서
수학 후 고위 공직에 진출하게 되어 지역간 균형 발전에 도움
○ 관련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대법원

2-2. 공직선거에서 학벌주의․학력주의 관행 개선

○ 필요성
- 공직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고위 공직에 특정 몇 개 대학의 출신자가 주로
진출
- 정치적 영역에서 차등적 진출 결과는 특정 학벌의 정치적 독점 강화의 문제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의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고용을 포
함한 일반적 영역에서도 학벌중시로 연결되는 파급 효과를 발생
○ 추진전략
2-2-1. 선거후보자 이력에서 학력 삭제 :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2-2-2. 언론매체의 선거 보도에서 후보자의 학벌·학력 소개나 학벌·학력별 통
계 보도 금지
○ 근거 및 외국사례
- 선거후보자의 학력은 후보자의 자질․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지 않고,
단지 학벌․학력 중시 풍조를 가중시키며, 학연․지역연고 등에 의존하여
공정한 대표 선출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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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3. 학력주의․학벌주의 사회의식

3-1. 사회의식의 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 필요성
-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이외
에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 사회 구성원들 모두로부터 학벌주의 및 이와 연계된 지역연고주의의 폐해를
위한 극복 노력이 필요하며,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극복하여 능력중심사회
로 발전하는 일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 방송매체 프로그램이나 언론사의 보도 중에는 학벌(출신학교)․학력 및 그
중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킴으로써 학벌․학력주의를 강화하는 경우도 발생
○ 추진전략
3-1-1.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1-2. 대중매체 및 언론사의 학벌등에 대한 보도 관행 개선
○ 근거 및 외국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6조(인권
교육과 홍보)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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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연령차별>
과제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1-1. 포괄적인 차별금지일반(기본)법의 제정

인권위

법무부

1

1-2.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노동부

여성부,
복지부

1

2-1.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연령차별구제수단의
확립

노동부

노동위

1

2-2.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등 관련 연령차별
규제

노동부

행정부

3

2-3. 적극적 조치제도의 도입

노동부

재경부

2

2-4.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노동부

복지부,
행자부

5

1.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2. 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3.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3-1. 고용보험법상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의
차등 시정
3-2. 특수직역연금법상 연장자우대 수급자격요건
시정

노동부

행자부

3
교육부
국방부
통신부

2

4. 기타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4-1. 교육에서의 연령차별금지

교육부

4-2. 재화․서비스․시설 등 제공․이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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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
재경부
복지부
건교부

3

4-3. 공공기관 내부선거․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우대기준의 개선

인권위

국회,
대법원,
헌재,
정부부처

4-4. 선거법상의 연장자우대 및 선거연령기준의
재검토

인권위

행자부
교육부

주관부처

관련부처

1-1.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의 제정

인권위

법무부

1-2.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삭제

인권위

3

4

< 학벌․학력차별 >
과제명

비고
(우선순위)

1.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1-3.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채용시
지역 인재채용 장려

행자부

노동부,
교육부
교육부,
인권위

1
2

2

2.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2-1. 고위 공직 임용 시 학벌․학력 차별의
해소를 위한 균등임용 도모

중앙인사
위원회,
행자부

법무부,
대법원

2

중앙선거
2-2. 공직선거에서 학벌주의․학력주의 관행 개선

관리위원

인권위

3

회
3. 학력주의․학벌주의 사회의식
3-1. 사회의식의 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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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