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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무엇
보다 근로자의 노동 인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직장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구체적인 직장괴롭힘의 유형들이 체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 중 가장 근
로자들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고 있는 것이 ‘가학적 인사관리’이다.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외견상으로 명백한 폭력 행위와는 달리 가학
적 인사관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양태를 띠기 때문에 직장
괴롭힘으로서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상 필요 없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지시, 그리고 업무
와 관련 없는 시설로의 전보 명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가학적 인사
관리는 피해 근로자에게 모멸감과 공포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집단
전체에게 공포감을 내면화하고 부조리에 둔감하게 하여 사용자에 대한 집단
적ㆍ자발적 복종을 유도한다.
가학적 인사관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개념부터 설정해야 하
는 바, 직장괴롭힘의 일반적 정의규정을 참조하여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나 특정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
로 의식적ㆍ지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공격을 가하거나 소외시키
는 일체의 행위” 중 하나로서 “조직 및 경영상 목적으로 인사 권한을 수단으
로 한 것”으로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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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 측은 가학적 인사관리가 정당한 인사권의 일환이며 이는 경
영권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경영권은 그 권리의 실체성조차
불투명하며 그것이 물적 시설이 아닌 인적 자원에게도 미치는지가 의심된다.
따라서 인사권이란 어디까지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의 성립에 따
른 계약상의 채무라고 볼 수 있고, 인사권이 남용되어 가학적 인사관리가 됨
에는 사용자 측의 악의가 필요 없다.
법제적으로 가학적 인사관리를 포함한 직장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
법의 제정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 외 채용절차 중인
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직장괴롭힘 방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바 현행 법제
의 보완으로는 ｢근로기준법｣ 내 별도의 ‘괴롭힘編’을 만들어 직장 내 성희롱
과 직장괴롭힘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개념을 ‘폭력’으로 확대하여 여러 가학적 행위를 금지할 수
도 있다. 또한, 당장 일어나고 있는 직장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
전보건법｣ 제26조상의 ‘작업중지권’ 적용을 해석론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제
안한다.
▶주제어: 직장 내 괴롭힘, 가학적 인사관리, 노동인격, 폭행금지, 작업중지권

I. 문제제기
MBC 해직기자인 임명현은 석사학위논문에서 MBC 경영진이 2012년 파업 참가자들에
게 가한 직장괴롭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급자가 직접적으로 괴롭힘
을 지시하거나 물리적 위력을 행사하고, 강압적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인사
권 행사와 업무 배정” 권한을 통해 모욕을 가함으로써 파업 참가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
도한다는 것이다.1) 직장괴롭힘의 대상이 된 파업 참가자들은 소속 집단 내의 잉여가 되어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소속 집단은 스스로 공포를 내면화하고 부조리에 대해 무감각
해지며, 조직 내 안정지향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2) 이러한 직장괴롭힘은 비단 MBC의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 벌어지는 책상을 치우거나 복도에 설치하기, 근무 장소를 창고
로 발령하기, 업무와 무관한 교육 내용을 암기하기 등의 사례를 통해 익히 들어온 바이다.
실제로 2017년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114안내 업무를 맡던 근로
자에게 현장 수리업무를 지시한다든지 보직을 뺏어 업무 상황을 모르게 한 뒤 회의 참석
1) 임명현, “2012년 파업 이후 공영방송 기자들의 주체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MBC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 p.38.
2) 상세한 내용은, 위의 학위논문, pp.51~61, pp.7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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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하는 등 직무상 명백히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거나 능력과 경험상 동떨어진 일을
명령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3)
후술할 직장괴롭힘의 여러 유형 중 이는 ‘가학적 인사관리’ 또는 ‘비인격적 인사관리’로
서4)

해당 대상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전직ㆍ전보와 과도한 업무량 할당 및 근무시간

통제 등을 수단으로 한다. 가학적 인사관리가 통상적인 직장괴롭힘의 양태인 폭행ㆍ상해

(신체적), 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ㆍ폭언(언어적), 따돌림ㆍ무시(집단적) 행위 등과 다른 점
은 이른바 사용자의 전속적인 경영ㆍ인사권한으로 인정되어 부당성을 다투기 쉽지 않다
는 점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직장괴롭힘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구제는 쉽지 않다. 결국 이에 대한 대처는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사례들을 수집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입
법화시키는 것이다.
입법안의 기초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직장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아 가학
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가학적 인사관리의
법적 근거와 한계 및 구제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괴롭힘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현행 법제를 부분적으로 개정할 경우 가학적 인사관리를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직장괴롭힘의 개념을 비교법적
으로 검토하고, 그 유형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사용자가 가지는 가학적 인사관
리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해석하고 근로자에게는 어떤 항변권이 있을 수 있는지 현행 법
제 내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항변권이란 사용자 측의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또는 법령상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괴롭힘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혹
은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질 경우
그 형태와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만일 현행 법제의 보완에 그친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검토한다.

3) KT 사례로 보는 경영전략으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ㆍ연구 프로젝트팀,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보고서｣, 2015. pp.51∼57.
4) 이하 ‘가학적 인사관리’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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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장괴롭힘과 가학적 인사관리의 개념
1. 직장괴롭힘의 비교법적 개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괴롭힘’에5) 대한 법률상 개념은 관련 법령 자체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가장 유사한 개념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8조상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정도를 꼽을 수 있다.6)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폭행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은 직장괴롭힘의 한 유형일
뿐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직장괴롭힘의 개념을 포괄할 수 없다.
더불어 ‘괴롭힘’이란 용어가 사용된 법률 규정을 참고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의 태양으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
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
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제3항)과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제4항), 그리고 “장애인
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제5항)을 들고 있다.7) 그러나 이는 장애를 특성으로 한 괴롭힘의 전형적
인 유형을 나타냈을 뿐 직장을 매개로 한 근로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8)
따라서 직장괴롭힘에 대한 개념은 해외 입법과 국회 입법안을 먼저 참고할 수밖에 없다.
먼저 직장괴롭힘을 규제하는 해외 입법례로서 프랑스는 노동법전(Code du travail)

L.1152-1조에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해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는, 또는 직업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목적으로 하거
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 즉, 직장괴롭힘의 요건으로서 ① 반복적인, ② 괴롭힘 행위가 필요하며, 그것은 ③-1)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해하거나, ③-2)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거나, ③-3)
5) 통상 ‘직장 내 괴롭힘’(bullying)이란 용어가 사용되나 ‘직장 내’의 내(內)가 업무 관련성이 아닌 사업
장 내라는 공간적 요소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이하 일반명사로서의 ‘직장괴롭힘’을 사용한다.
6) 프랑스 법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즉, 직장괴롭힘은 ‘정신적 괴롭
힘(harcèlement moral)’과 ‘성적 괴롭힘(harcèlement sexuel)’으로 나눠지며, 그 예방과 효과에 대해 공
통된 내용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7) 구미영ㆍ천재영ㆍ서유정ㆍ정슬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5. p.31.
8) 양승엽, “직장괴롭힘 방지 입법에 대한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노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균관법
학, 제29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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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장래(career)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목적하거나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면 그 목적만으로 충분하
다.9)
호주 역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내에 직장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
다. 호주는 2013년 공정근로법을 개정하였는데10), 201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직장괴
롭힘에 대하여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직장괴롭힘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1) 직장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일하는 근로
자 또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위하며, 이 행동이 안전과 보건
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2)
호주의 직장괴롭힘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장괴롭힘에 대
한 정의를 하고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014년에 공정근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및 빅토리아주 등 일부의 주정부의 수준에서 직장 괴롭힘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는데, 2014년의 공정근로법 개정으로 연방 차원
에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동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공정근로법에 준용되는데13), 직접 고
용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도급, 하청, 견습생, 학생 인턴, 옥외 근무자, 자원봉사자 등도
근로자로 보아 적용된다.14)
셋째, 합리적인 인사행위는 직장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5)

“합리적인(reasonable)”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객관적인 사건 등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만, 어떠한 것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호주의 정부기관인 ‘Safe

Work Australia’이 관련 예시를 ‘직장괴롭힘 방지 가이드라인(guide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workplace bullying)’에서 설명하고 있다.16) 이는 직장괴롭힘 내의 가학적
인사관리의 개념을 설정할 때 소극적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
9) 프랑스의 직장괴롭힘을 설명한 Michel Blatman, Pierre-Yves Verkindt et Sylvie Bourgeot, L’état de
santé du salairé(3éd.), Editions Liaisons, 2014. pp.310∼313을 간추려 재구성함.
10) Fair Work Act의 “Part6-4B-Workers bullied at Work” 부분 참조.
11)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제기를 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심사개
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내의 분쟁해결절차가 완료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공정근로위원회는 괴롭
힘을 중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제도 도입전의
다른 법적인 구제절차와는 독립 및 병행하여 행할 수 있다.
12) Fair Work Acts s.789FD(1).
13) Work Health and Safety Act s. 7(1).
14) Fair Work Act ss.789FC, 789FD(1), 789FD(3).
15) Fair Work Acts s.789FD(2).
16) Safe Work Australia(2016), “Guide for Prevention and Responding to the Workplace Bullying”,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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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가이드라인의 잣대는 다음과 같다.

(1) 현실적이고 성취가능한 성과목표, 기준, 마감의 설정
(2) 정당하고 적정한 근무표와 근무시간의 할당
(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전근 또는 전보
(4) 승진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근로자를 선별하지 않음
(5) 불만족스런 업무성과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직, 공정, 신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
(6)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감 있게 공지
(7) 경영상 이유로 인한 변화나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것
(8) 적정하고 공정한 배경에서 정직, 해고 등을 포함한 징계처분을 실시

구체적으로 “Anti-bullying Benchbook”라는 가이드북에서17) 무엇이 합리적인 방법인가
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인사행위의 합리성 여부는 그 행위와 그것의 배경이 된 사
실 및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방법 또한 적절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굴욕감은 종종 직장에서 관리자가 적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인사행위의 비합리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진다고 언급한다.
관련하여 호주의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과의 모니터링과 멘토링이 합리적
인 것이 아니라고 본 사안이다.18) 교사인 근로자가 학교 교장의 성과 모니터링과 멘토링
이 결국 직장괴롭힘과 차별행위가 되어 불안우울증인 적응장애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
구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교장의 모니터링과 멘토링은 인사행위로서 ‘근거’는 합리적이
지만 그 ‘방법’이 비합리적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즉, 해당 근로자가 장기휴가에서 돌아온
첫날에 성과평가에 관한 문건을 편지로 받은 점, 모니터링과 멘토링에 관한 안내와 피드백
이 제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특성과 이런 모니터링과 멘토링에 대
한 과거의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 측이 계속 편지로 성과평가를 제공한 점은 인
사행위로서의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사례로 인사행위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안을 보면, 프로그램 응용개발자로 고용
된 근로자가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받는 재량상여금이 낮은 점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병가 후 직장복귀 상담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고 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
17) 이하의 내용은 Fair Work Commission(2017), “Anti-bullying benchbook”, Commonwealth of
Australia, pp.53-54를 참조.
18) Krygsman-Yeates v State of Victoria [2011] VMC 57(4 November 2011)
http://www.austlii.edu.au/au/cases/vic/VMC/2011/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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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정근로위원회에 직장괴롭힘의 시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근로위원회는 재
량상여금의 징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회사의 인사행위 또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합리적인 것이라 판
단하였다.19)
독일은 법률상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그 개념과 효과에 대해 일찍 인정하여 왔다. 독
일의 직장괴롭힘의 개념을 종합하면 “직장 내에서 동료근로자 또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
에 마찰을 가중하는 일종의 상호작용과정으로서, 특히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개인을 근로
관계로부터 이탈을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공격행위”로 규정된다.20) 프랑스와 비교하여 ‘근로관계로부터의 이
탈’을 직장괴롭힘의 주요 특징으로 꼽는다는 점에서 본 발표문의 주제인 가학적 인사관리
와 연관이 깊어 보인다.
일본 역시 직장괴롭힘(パワーハラ, power harrassment)에 대한 일반법 내지 특별법은
없다.21) 다만, 사용자에게는 직장환경과 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가 양호한 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의 책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노동계약법 제5조, 노동안전위생법 제3조). 만일 직장괴롭힘이 법적으로 범죄행위 또
는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 및 민사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직장괴롭힘의 정의가 실정법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가
이드라인과 법원의 판례에서 직장괴롭힘의 개념이 적시되고 잇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 ‘직장따돌림ㆍ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는 직장괴롭힘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
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
다.2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직장 내의 역학관계를 직무상에 한정하지 않다고 있다는 점이
다. 프랑스 역시 법리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우열관계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우열관

19) 부차적으로 본 사안은 해당 근로자의 자신의 직장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하였는데 공정근로위원회는 직장괴롭힘을 느꼈다고 해서 업계의 관행과 규정으로부터 면
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0) 오상호, “노동법에 있어서 독일의 모빙”, 법학논고, 제37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p.342;
직장괴롭힘에 대한 지방노동법원 및 연방노동법원의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김희성, “독일법상
직장 내 괴롭힘(mobbing): 적대행위(bullying)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2권 제2호, 한국경영법
률학회, 2012. pp.5∼6 참조.
21) 나이토 시노, “일본의 직장내 괴롭힘”, 국제노동브리프, 제12권 제9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9.
p.45.
22) 노상헌,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노동법논총, 제26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p.130; 厚生労働省(2012), ｢職場のいじめ․嫌がらせ問題に関する円卓会議ワーキング․グルー
プ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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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부하의 괴롭힘을 받고 자살을 한 근로자의 사건에서 프랑스 고등법원은 피고인인 부
하직원의 경우 직장괴롭힘의 개념 상 근로조건의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결과적으로 초
래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심판 대상
조항이 포함하지 않는 개념을 추가하였다면서 사실상의 서열 우위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직장의 직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3)
일본의 법원이 제시하는 직장괴롭힘의 개념은 “조직 및 상사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직무
와 관계가 없는 사항 또는 직무상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범위를 넘어 부하에게 유ㆍ무형으
로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정신적 부담이라고 느꼈을 때 성립하는 것”24)
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에게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
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으로25) 규정한다. 전자의 경우 가이드라인과 달리 직장괴롭힘이 직무 외의 영역
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 특이하다.
노사문화가 비교적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26) 먼저 화장품 판
매사원의 코스튬플레이 사건을27) 들 수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화장품 판매회사에 파
견되어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원고 근로자가 영업부 간부들이 주최한 판매경진대회에서 목
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자 사내 연수회에서 원고가 전달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
의 복장을 착용(코스튬플레이)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원고의 코스튬플레
이 모습을 포함한 사내 연수회의 모습이 슬라이드로 공연되었다. 같은 달에 원고는 ‘신체
표현성장애’ 진단을 받았고, 파견회사인 화장품 판매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위의
행동이 모욕감 등 매우 강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영업부 간부진과 화장품 판매회사에
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일본의 지방법원은 피고들의 코스튬 착용 요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심리적 부하를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
로 보아 원고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다.
위 사례는 판매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사원에게 ‘벌을 주는 게임’이 당해 근로자에게
정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로서, 정당한 직무행위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직장괴롭힘의 한 유
형인 가학적 인사관리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에서는 피고 화장품 판매회사는
23) Cass. crim., 6 décembre 2011, n°10-82266. Michel Blatman et al., 앞의 책, pp.310∼313 참조; 양승
엽, 앞의 논문, p.122.
24) 東京地裁判決 2008ㆍ10ㆍ21 労働経済判例速報 2029号 11頁 및 東京地裁判決 2009ㆍ10ㆍ15 労働判
例 999号 54頁, 사이토 시노, 앞의 글, p.47.
25) 大阪地裁判決 2012ㆍ3ㆍ30 LEX/DB25480801, 사이토 시노, 위의 글, p.47.
26) 이하 일본 판례의 내용은 君嶋護男(2017), パワハラ裁判例85, 労働調査会, pp.102-103, pp.126∼
131, pp.216∼219 참조.
27) 大阪地裁判決 2013.2.20. 労働経済判例速報 2181号 3頁[化粧品販売会社美容部員コスチューム着用事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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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터 이러한 벌칙 게임을 일상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따라서 심각한 정신적 부담은
아니며 원고 근로자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 전원이 아닌
미달성한 자에게만 요구한 점, 그 모습이 슬라이드로 상영되어 많은 종업원이 보게 된 점
에서 ‘성적불량자에 대한 본보기’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당연히 불법행위로 판단된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원고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소홀로 여러 차례 시말서를
제출하고 직급이 강등된 채 전보 명령을 받았다. 그 후로도 잦은 업무 실수로 여러 사람
앞에서 기립한 채 질책을 받았고, 보고서를 다른 직원 앞에서 점검받았다. 그 후 격오지인
지점으로 단신부임을 명령받자 원고 근로자는 시말서 제출과 강등 및 전보 등의 일련의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며,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
해 일본의 지방법원은 시말서 제출과 강등 및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하
였지만, 격오지인 근무지로 단신부임 명령을 내린 것은 회사가 그곳에 많은 노동조합원을
내려 보낸 것을 감안하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하였다. 그리고 다
른 직원들 앞에서의 질책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그 액수가 소액(20
만 엔)인 것을 보면 원고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를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타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2003년 ‘직장 내 폭력에 관한 행동강령

(Code of practice on workplace violence in services sectors and measures to combat this
phenomenon)’에서28) ‘직장 내 폭력’을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의 직접적 결과로서 폭행, 협박, 위해, 부상을 당하게 되는 모든 행동과 사건”으로 정
의한다. 비록 정의의 대상이 괴롭힘(bullying)이 아닌 폭력(violence)에 한정되지만, 여기서
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닌 협박, 폭언, 괴롭힘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기29)
때문에 직장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
우리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장 폭력 예방 가이드에서 ‘괴
롭힘’을 “집단 따돌림, 무시 등 인격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직장괴롭
힘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직장 내 폭력’을 “직업과 관련된 상황 또는 환경에서 물리적
공격, 욕설, 위협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로 정의하여 ‘폭력’을 신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 이상의 행위로 파악한다.30)
위에서 언급된 직장괴롭힘 개념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법제화된 경우(프랑스와 호주)나
판례로 확고히 정립된 경우(독일)는 괴롭힘 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경우(일본과 우리)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근로
28) 원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ilo.org/safework/info/standards-and-instruments/codes/WCMS_107705/lang--en/index.htm
29) 박지순ㆍ서윤희ㆍ이승현ㆍ장승현, ｢근로자에 대한 가학적 인사관리 등 관련 사례분석 및 입법례 연
구｣(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12. p.43.
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장 폭력 예방 가이드｣, 20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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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롭힘의 양태를 적시하는 것에 치중한다. 직장괴롭힘 역시 근로관계
를 매개로 한 괴롭힘의 일종이며 괴롭힘이란 것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수반하는 행위인
만큼 추상적인 개념이 정의 규정에 적당하지만, 포괄적인 개념 설정은 직장괴롭힘의 구체
적인 태양을 나타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직장괴롭힘을 규제하는 국회 입법안의 정의규정을 보면 마치 이러한 한계를 반영
한 듯 직장괴롭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규정 아래 그것의 구체적인 태양을 열거하고 있
다. 먼저 제19대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안은 직장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
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적․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공격을 가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
였고,31) 현(現) 20대 국회에는 이인영 의원안이 한정애 의원안의 정의규정을 받아들이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32)
｢근로기준법｣ 제15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3.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4.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5. 반복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입법안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유형 중 후술할 가학적 인사관리는 제2호와 제3호에 해당
하지만 기타 유형의 행위가 업무 지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학적 인사관리가 될 수 있다.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7079), 2013년 9월 30일 발의하여 19대 국회의 임기만료
로 폐기되었다.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318), 2016년 6월 17일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조문의
구조상 각 호의 내용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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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괴롭힘의 유형과 효과
직장괴롭힘은 따돌림ㆍ험담(명예훼손)ㆍ모욕 등의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되기보다는 소
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상사에 대한 복종 또는 자발적
퇴사라는 목적을 위해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이 모두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직장괴롭힘을 규정하기보다는 그것의 유형과 사례들을 분류하
고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직장괴롭힘 중 가학적 인사관리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직장괴롭힘의 유형을 소개하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가지 분류 기준으로

6가지 유형을 제시한다.33)

분류 기준

괴롭힘의 유형

구체적인 유형

구조적 괴롭힘

정리해고 추진용 괴롭힘,
노조와해용 괴롭힘,
성과압박형 괴롭힘 등

조직적·경영방침에
의한 괴롭힘

관리자 등에 의한 권력남용형 괴롭힘
개인적 괴롭힘
동료 간 괴롭힘

가해자가 조직 내부
구성원인 괴롭힘
차별적 성격의
괴롭힘

고객에 의한 괴롭힘

감정노동 등

조직 내부적인 괴롭힘
차별적인 괴롭힘

젠더·인종·장애 괴롭힘 등

차별과 무관한 괴롭힘

이 3분류는 프랑스의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 consultative des Droit

de l’Homme)’가 직장괴롭힘의 원인 내지 목적을 “① 경영전략 성질의 제도적 괴롭힘, ②
해고절차 회피를 위한 직업적 괴롭힘, ③ 아무런 동기 없이 자신의 권력욕을 과시하기 위
한 개인적 괴롭힘”으로 분류한 것을 발전시킨 것이다.34) 이 중 가학적 인사관리는 ‘조직
적·경영방침에 의한 괴롭힘’ 중 ‘구조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 외 직장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의 유형으로 김엘림 교수는
① 대가․조건형, ② 환경형, 그리고 ③ 보복형을 꼽고 있다. 대가․조건형은 직장 내 상
하 권력관계를 이용한 직접적 괴롭힘이며, 환경형은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닌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보복형은 근로자의 행위
33) 구미영 외, 앞의 보고서, p.19 참조.
34) 구미영 외, 앞의 보고서, p.19; 조임영, “직장 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노동법논총, 제25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p.5; 양승엽, 앞의 논문,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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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복조치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35) 가학적 인사관리는 이 중 ‘환경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직장따돌림ㆍ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는 직
장 괴롭힘(파워 하라스먼트)의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폭행·상해 (신체적인 공격)
(2) 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 폭언 (정신적인 공격)
(3) 격리·왕따·무시 (인간관계로부터의 분리)
(4) 업무상 명확하게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의 강제, 업무의 방해 (과대한 요구)
(5) 업무상 합리성이 없고,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일을 명령하는 것 또는 일을
주지 않는 것 (과소 요구)
(6) 사적인 것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개인 침해)

특히, 원탁회의는 (4)~(6)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적정한 지도’와의 구분이 반드시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가학적 인사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원
탁회의의 지침은 업종이나 기업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구체적인 인사행위가 이루어진 상
황이나 행위가 계속적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 기업
및 직장에서 인식을 갖추어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 (2)의 경우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주의 및 지시를 하는 가운데 그 ‘말’
이 ‘업무상의 적정한 범위’를 초월하여 ‘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 폭언’이 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에서는 업무 지시로서 이루어진 언동에 대하여 ① 인격부정, 명
예훼손이 되는 언동의 유무, ② 퇴직, 해고, 처분을 제시하는 언동의 유무, ③ 본인의 귀책,
업무상 지시의 필요성, ④ 본인의 입장, 능력, ⑤ 질책의 횟수, 시간, 장소, ⑥ 타인과의 공
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지시 또는 견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초월하는 정신적 공격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초과
하는 위법적인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다.36)
이러한 직장괴롭힘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정신(심리)적 ․ 육체적 ․ 조직적 영향
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근로자는 직장괴롭힘으
35) 김엘림, “성희롱의 법적 개념의 형성과 변화”, 젠더법학, 제6권 제2호, 한국젠더법학회, 2015. p.5.
이수연, “사업장 내 괴롭힘 및 폭력: 우리 법체계상의 한계와 개선방향”, 사회법연구, 제31호, 한국
사회법학회, 2017. p.71에서 재인용.
36) 佐々木亮․新村響子, ブラック企業․セクハラ․パワハラ対策, 旬報社, 2017.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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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37) 육체적으로도 심한 우울증상(울화병)을 가져 오며,38) 조직적으로도 피해 근로자
의 이직과39) 막대한 기업 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40)
이러한 효과 중 가학적 인사관리에 관련하여 가장 주효한 것은 바로 근로자의 ‘집단적
ㆍ자발적 복종’으로 이것이 바로 사용자 측이 바라는 바이다. 앞서 임명현의 석사학위논
문이 밝힌 바와 같이 가학적 인사관리는 피해 근로자 개인의 소외감(집단 내 잉여의식)과
모멸감, 그리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러한 소외ㆍ모멸ㆍ공포감
이 집단화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찍히면 저렇게 된다는 집단적 공포는 동료 근로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며 조직 내의 안정을 지향하게 된다고 한다.41) 이
러한 무감각과 안정 지향이 ‘일상화’되면 패배주의와 무력감이 팽배하고 결국 내부 구성원
들은 사용자에 대한 집단적ㆍ자발적 복종 상태에 이르게 된다.42)

3. 가학적 인사관리의 협의(狹義) 개념
폭넓게 보면 모든 직장괴롭힘은 가학적 인사관리이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순전한 개
인 대 개인의 갈등과 괴롭힘은 직장괴롭힘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 본 직장괴롭힘의 모든
개념은 수단을 불문하고 직장 내 ‘업무와 관련’한 ‘사실적 권력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
서 인사관리를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관리하는 일, 조직체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적·
체계적 시책”으로 규정한다면43) 직장괴롭힘을 제어하지 못한 부작위 또한 이러한 인사관
37) 염영희ㆍ양인순ㆍ한정희,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약자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소진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23호 제3권, 한국간호행정학회, 2017. pp.267
∼268.
38) 이명준ㆍ임상혁, “한국판 벡 우울척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과 우울증상의 연관”, 대한직업환경의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5. 11. pp.245∼246.
39) 염영희 등, 앞의 논문, pp.267∼268.
40)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우수 인재의 이탈 및 조직력 약화 그리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손실
은 기업의 인건비 손실로 환산할 수 있는데 직장 괴롭힘 1건당, 피해자 62.4만 원, 가해자 33.3만
원, 목격자 22.9만 원의 인건비 손실(총 118.6만 원)이 일어나며, 조사 대상인 15개 산업 전체의 인건
비 손실은 약 4조 7,8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유정ㆍ이지은,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9, 90∼91면; 서유정ㆍ김수진ㆍ이지은, ｢직장 따돌림의 실태
조사와 방지 방안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9. p.36.
41) 임명현, 앞의 논문, pp.51~61 참조.
42) 임명현, 위의 논문, pp.79∼94 참조. 또한 주목할 점은 MBC의 경우 이러한 수치심이 대체인력인 경
력직 기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측이 의도하는 노(勞)-노(勞)
갈등일 뿐이었다. 임명현, 위의 논문, p.87.
43) ㈜중앙경제,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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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실패이고, 결과적으로 본의 아닌 가학적 인사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俠義)의 가학적 인사관리를 별도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직
장괴롭힘과는 다르게 경영상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 폭언, 따
돌림,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양태를 띠지 않고 외형상 합법적인 외관을 지녀 현 실정법상
의 규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가학적 인사관리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첫걸음은 그것의 개념
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학적 인사관리의 개념은 직장괴롭힘의 일종인 만큼 직장괴롭힘의 일반적인 개념을 포
함하되 가학적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양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로 ‘가학적 인사관
리’를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가혹한 처우로 이어지는 일련
의 행태”로 정의하기도 하나,44) 이는 ‘인사권 행사가 가혹하다’는 동어반복이어서 적합한
정의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견(私見)으로는 앞의 직장괴롭힘에 대한 이인영 의원안의 정의규정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의 분류 중 ‘조직적ㆍ경영방침 - 구조적 괴롭힘’ 유형의 태양을 혼합하는 것이 가학
적 인사관리에 대한 개념 규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즉, ‘가학적 인사관리’란 “직장 내
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의식적․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공격을 가하거나 소외시키는 일
체의 행위”로서 “조직 및 경영상 목적으로 인사 권한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학적 인사관리 개념에 대한 해외 비교로는 프랑스의 ‘경영상 괴롭힘(harcèlement

managérial)’을 들 수 있다.45) 프랑스 역시 ‘가학적 인사관리’에 관한 정의규정을 법제화하
지는 않았지만, 2009년 일명 ‘HSBC France’ 사건46) 이후 프랑스 대법원은 직장괴롭힘의
일종으로 가학적 인사관리를 의미하는 ‘경영상 괴롭힘’을 인정하여 왔다.47) 본 사건의 사
안을 보면 관리자가 특정 근로자를 따돌리려는 목적(즉, 조직적 목적)으로 그에게 직접 지
시를 내리지 않고 사내 게시판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 업무내용을 전달하였고, 피해 근로
자의 직장괴롭힘 주장에 대해 이것이 그저 회사의 경영방식일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
나 프랑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하 관계에서의 경영상 조치가 반복된 행위로서 근
로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해할 근로조건의 하락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직장괴롭힘”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또한 직경영상 괴롭힘을 포함한
44) 조상욱ㆍ송연창,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요실무에 대한 소고–회사의 가학적 인사관리 및 상급자
에 의한 개인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제7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2017. p.203.
45) 이하의 설명은 Wolters Kluwer 출판서의 주서석인 Le Lamy santé sécurité au travail 2016, Wolters
Kluwer France, 2016, §545-28 Auteurs du harcèlement moral. 참조.
46) Cass. soc., 10 novembre 2009, n°08-41497.
47) 관련 판례로는 Cass. soc., 19 janvier 2011, n°09-67463; Cass. soc., 3 février, n°08-44107; Cass. soc.,
28 mars 2012, n°10-24441 등 참조. 양승엽, 앞의 논문,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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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은 피해 근로자를 괴롭히겠다는 악의(惡意)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겠다는 의도 없이 인사관리 목적에서 행한 조
치더라도 직장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곧바로 직장괴롭힘이 성립한다.48)
이러한 법리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직장괴롭힘의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사해의사를
요구한다면 인사처분을 수단으로 하는 가학적 인사관리는 경영상의 관행 또는 인사권자의
재량을 명분으로 쉽게 법제도의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직장 내 성희
롱’이 성립 요건에서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49) 만일 그것을 요
구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입증이 매우 힘들게 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
이다. 따라서 직장괴롭힘 역시 가해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립요건을 구성하여
그 개념이 가학적 인사관리에까지 미쳐야 한다.
이상 직장괴롭힘의 유형으로서 가학적 인사관리의 성립요건을 분석하자면 가해자(집단)
과 피해자(집단) 간의 적극적 요건으로
① 직장 내의 사실적 우열관계
② 의식적ㆍ지속적ㆍ반복성(단, 의식적이라 함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의미)
③ 신체적ㆍ정신적 괴롭힘 행위
④ 조직 및 경영상의 목적(따돌림은 조직적 목적에 포함)
⑤ 수단으로서의 인사 권한
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극적 요건으로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해의사는 불필요하다.

Ⅲ. 가학적 인사관리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인사관리의 법적 근거 : 경영권과 근로계약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직 및 전출과 같은 인사이동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노무지휘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인사이동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시하는 업무지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는 어떤 근거에서 근로자에게
인사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
사관리가 근로자에게 불쾌하고 괴롭다고 해서 모두 직장괴롭힘이 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
48) Patrice Adam, Répertoire de droit du travail, Dalloz, 2014. Chap.1 Sec.2 §2 - harcèlement
managérial 참조.
4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민변노동위원회 편저(김도형 대표집필), ｢근로기준법｣
(신판), 2014,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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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어떤 근거 아래에서의 ‘수인의무’가 존재한다. 그 수인의무의 바깥 범위에서 직장
괴롭힘으로서의 가학적 인사관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가학적 인사관리의 성립 요건의 전제가 된다.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관리 권한에 대한 첫 번째 법적 근거는 ‘경영권’이다.50) 노동법학
에서 경영권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인사에 관하여 가
지는 일체의 권한”으로 이해된다.51) 즉, 경영권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있어 필요하다가
생각된다면 근로자에게 지시내릴 수 있는 전권(全權)으로서 사용자의 재량영역이기 때문
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영권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고(정리해고)의 결정 자체는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한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
다.52)
그러나 이러한 경영권의 실체에 대해, 즉 경영권이 사용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懷疑)가 든다. 비록 사용자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의 합(合)이 ‘경영권’으로서 그 근거를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119조 제1항의 자유경제질서에서 찾는 견해가 존재한다.53) 그러나 이 견해가
열거한 헌법상의 조항들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추
상적인 헌법 규정들이 모여 경영권이라는 추상적인 법률상의 권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위
헌법 조항들의 실제적인 발현 형태와는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영권이라 불리는 것은 사용자가 가지는 물적(物的) 시설에 대한 지배력으로서
사실상의 개념일 뿐 법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54) 이는 “경영권이 법적
으로 인정된 힘이라면 법원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그 힘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라는 견해와 일치한다.55) 그러므로 경영권 자체가 인사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학적 인사관리라는 한계를 논할 영역이 사라진다. 경영(권)이라는 물적(物的) 시설에 대
한 지배력은 인적(人的) 자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인사관리는 인간의 행위(작위와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
50)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27판), 2015. ㈜중앙경제, p.547.
51) 신인령, “경영권ㆍ인사권과 노동기본권의 법리”, 노동인권과 노동법｣, 도서출판 녹두, 1996. p.86.
이철수, “노동법의 신화 벗기기: 아! 경영권”,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7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7. 11. p.46.
52) 신권철, “노동법에 있어 경영권의 비판적 고찰”, 노동법학, 제63호, 2017. p.49. 일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
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
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철수, 위의 논문, 35면.
53)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제25판), 박영사, 2016. p.174.
54) 김유성, 노동법II｣ 법문사, 2001. p.137.
55) 이철수, 앞의 논문,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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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며, 그것은 계약(契約)이다. 즉, 인사이동과 노무지휘에 대한 근로
자의 수인의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실제 근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계약 당시 노동력의 포괄적 사용을 사용자에게 위임하였다는 합의로 보아야 한다(포
괄적 합의설). 단, 사용자의 인사관리가 부당할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된다.56) 마찬가
지로 가학적 인사관리의 경우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성립됨은 물론이다.

2. 근로자의 항변권 : 권리남용과 산업안전보건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은 직장괴롭힘에 대한 입법으로 형성되는 제도
상의 구제수단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는 민ㆍ형사상 구제방법과 사회보험법상의 급여, 그리고 기타 노동법상의 제도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민사적 방법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57), 형사적 방법으
로는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폭행, 명예훼손, 강요,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
고 직장괴롭힘에 의해 근로자에게 우울증 및 자해(살) 등의 상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58) 그러나 이들 방법은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가학적 인사관리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학적 인사관리를 포함한 직장 괴롭힘이 근로자의 인격을 파괴한다는 측면을 보면, 괴
롭힘 행위가 중지 또는 완료된 이후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거나 법률상의 보상 급
여를 받기보다는 사전 예방과 현재 진행형인 경우 그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의 형성
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근로
자는 근로계약상 또는 법령을 근거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서의 위
험을 회피하기 위해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져야 한다.
먼저 현재 운용 중인 법제도를 생각하면 노동법상의 고충처리제도를 꼽을 수 있다. ｢근
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56) 하갑래, 위의 책, p.547.
57) 부산지방법원 2009. 121. 18. 선고 2008가단167281 판결. 강성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
힘’과 손해배상책임”, 노동법학, 제35호, 2010. p.378. 본 판결은 동료 직원의 비위행위를 알렸다는
이유로 직장괴롭힘을 한 가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였다.
58) 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1656 판결. 양승엽,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요건과 유
형별 고찰”, 노동법연구, 제42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7. pp.252∼253. 본 판결은 선임별
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경우를 직무수행 중의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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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동법
제28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은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
적으로 설치되며(동법 제26조), 가학적 인사관리가 상급자의 지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충처리위원의 해결능력이 의심된다.
그나마 현행법상 가장 효율적인 구제수단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의 제한’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
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가학적 인사관리의
주요 수단이 인격 모욕적인 또는 과다ㆍ과소 직무로의 전보명령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부당전보 등의 무효소송은 가학적 인사관리를 제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이 된다.
그러나 인사관리의 또 다른 측면인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기 힘든 점이 있다. 가령,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업무량 할당과
야근 지시, 현실적으로 따르기 힘든 출퇴근 시간 조정, 업무와 혼돈된 사적 지시 등은 ｢근
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징벌적 성격의 인사이동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동 조항이 적
용되는 인사이동이라고 하더라도 외견상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영역 내라고 판단되
면 그 징벌적 성격을 쉽게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직장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권리남용’이라는
다소 불완전한 방법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의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 명령 등 인사
권 행사에 대해 우리 법원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처리해 온 것과59) 같은 맥락이며 그
근거가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법리 해석에 무리가 없다. 일반 민법상 ‘권리남용’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① 권리의 적극적ㆍ소극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② 그 권리 행사가 반(反)
사회적 태양을 띠어야 하며, 그로 인해 ③ 권리행사로 인해 얻는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
및 사회일반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후자가 현저히 커야 한다.60) 핵심은
③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 및 사회일반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비교형량으로서, 이를 노동
관계에 대입하여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이익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간의 비교형량이
라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일반이 받는 불이익이란 요소는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
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집단적 이익이 충돌하는 노동관계에서는 사회의 일반적(一般
的) 이익이란 것을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익’ 아닌 우리
사회의 ‘수인’ 또는 ‘용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많은 판례와 학계의 논의가 있다.61) 전직을 예로 들면, 사용자의
59)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등 다수.
60) 백태승, 주석민법(김용담 대표집필)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pp.225∼226. 마찬가지로 주
관적 요건으로 가해자의 사해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 우리 학계의 통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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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이익 또는 필요성이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
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근로
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물질적ㆍ시간적 요소로서62) “통근의 소요시간, 노동의 강
도, 임금의 차이 등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은 물론, 주거생활의 수준이나 가족ㆍ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이외의 불이익도 포함”한다.63)
그러나 부당한 노무지휘에 대한 권리남용에 대한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위의
인사이동에 관한 권리남용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노무지휘가 있
어야 하며, 이 노무지휘에는 업무에 관한 적극적 지시 외에도 업무 자체를 주지 않는 소극
적 지휘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 형
량하였을 때 근로자의 불이익이 월등하다면 사용자의 노무지휘는 가학적 인사관리로 권리
남용에 따라 무효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의 불이익이란 인사이동과 같이 근로자의 물질적
ㆍ시간적 요소로 생활상의 불편함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격권’의 침해를 꼽을 수
있다. 가학적 인사관리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모욕 등을 가함으로써 조직적ㆍ경영상의 목
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형량의 주요 기준으로서 인격권을 빼놓을 수 없다.
직장괴롭힘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가학적 인사관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직장괴롭힘에 대한 사전적 예방은 산업안전보건적 측면이 강하다. 직장괴롭힘이 근로자에
게 미치는 영향은 보건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격적 측면이 강하지만, 관련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교육 의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
이 효율적이다. 현행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며, 다만 동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주의 의무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괴롭힘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
건관리책임자의 임무(동법 제13조)에 직장괴롭힘의 예방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법령상
의 안전보건교육(동법 제31조)의 내용에 직장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구제수단 등을 추가하
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의 개선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해석상 직장괴롭힘, 특히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해 항변권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작업중지권’이라 생
각한다. 동법 제26조 제2항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
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61) 임종률, 노동법(제14판), 박영사, 2016. p.499.
62) 하갑래, 앞의 책, p.551.
63) 임종률, 앞의 책, 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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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
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가학적 인사관리 등 직장괴롭힘에 적용하
여 보면, 직장괴롭힘의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상해 또는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하여 이러한 상병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본인의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중지가 동 조
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방적인 작업 중지라고 생각한다면 사규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이를 부당한 징계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64)

Ⅳ. 결 론
1. 특별법 제정의 방향
이상 직장괴롭힘의 개념, 예방 및 구제수단에 관한 내용 중 가학적 인사관리가 가지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입법안 내용
역시 직장괴롭힘의 그것과 병행될 수밖에 없다. 직장괴롭힘에 대한 입법안의 형태는 크게
① 행정지침 및 정책형(일본ㆍ독일), ② 산업안전보건법제형(노르웨이), ③ 별도의 괴롭힘
금지법 제정형(스웨덴), ④ 차별금지법과 괴롭힘 금지법의 병행형(영국), ⑤ 차별금지법상
의 규제형(미국)으로 나눌 수 있다.65)
생각건대, 행정지침과 정책만으로 직장괴롭힘을 규제한다는 것은 그 규범성이 약해 법
적 구속력이 떨어지며, 산업안전보건법제형은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적합하나 전체적인 개
념 설정과 구제절차 및 처벌조항을 담기에는 그 틀이 좁고 무엇보다 직장괴롭힘의 인격권
침해적 성격을 간과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내 규정하는 것은, 직장괴롭힘의 양태가 많은
경우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행위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장괴롭힘은 노동법상의
일반적 차별행위인 ‘성ㆍ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는 그 양태가
많이 다르고 차별행위가 그 모두를 포괄할 수 없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법 체계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직장괴롭힘 문제의 심각
64)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비단 산업안전법규상의 근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
무위반으로 근로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65) 구미영 외, 앞의 보고서, p.217. 이하 직장괴롭힘의 입법론에 관한 내용은 양승엽, 앞의 논문, pp.134
∼135의 내용과 다소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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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킬 수다는 장점이 있
다.66) 다만, 구체적 예방교육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맡겨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
제 적용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최근 인격 모독적 압박면접 내지 합숙면접 등이 문제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노동법제인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근로자들만이 적용대
상으로 면접 등 채용절차 중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괴롭힘에 대한
특별법은 그 인적 적용범위를 구직자와 근로자성이 논쟁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
대하여야 한다.

2. 현행 법제의 보완
별도의 특별법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현행 법제의 부분 개정으로 직장괴롭힘과 가학적
인사관리를 규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내 별도의 ‘괴롭힘’편(編)을
만들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괴롭힘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
롱’에 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나, 동법의
목적은 고용에 대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그리고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것(동법 제1조)으로 성희롱이 동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괴롭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며 법체계상의 위치가 맞지 않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조건에 밀접한 사안이
므로 특별법이 아니라면 직장괴롭힘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와 관련한 성적ㆍ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별도의 장 또는 조문 신설이 여의치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중 제8조(폭행의 금지)를 개정하여 동조항의 ‘폭행’을 ‘폭력’으
로 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할 만하다. 동조항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 개념의 범위에 대해
형법상의 신체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침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67)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 폭행의 주체가 사용자라는 점에서 보호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장의 폭력리스크 관리 지침에서 보이듯이 ‘폭행

(assault)’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여 ‘폭력(violence)’이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폭력’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공격행위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정신적 또는 물
리적 강제력”을 의미한다.68) 또한 그 주체 역시 노동관계 내 모든 당사자로 규정하여야
66) 현재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스토킹 금지법(제20대 국회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002641))과 혼돈될 수 있으나 법령명에 ‘직장괴롭힘’을 붙임으
로써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67) 이용구, 근로기준법주해I(김지형 대표편집), 박영사, 2010. pp.452∼453.
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장의 폭력리스크 관리 지침, 2012. 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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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사업 내지 사업장 내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떤 이유로도 상호 간 폭행, 모
욕, 따돌림 등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명책임에 관해서 언급하자면 직장괴롭힘의 피해자는 사실적 힘의 승부에
서 패(敗)한 자이다. 특히 직장괴롭힘이 개인 대 개인의 측면보다는 집단 대 개인의 관계
라는 점에서 직장괴롭힘의 증거를 열위인 피해 근로자 개인이 수집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욱이 가학적 인사관리는 사용자 측이 인사처분에 대한 계약적 근거를 갖고 가행하는 행
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근로자는 그 증명이 더욱 힘들다. 따라서 근로자의 증명책임 완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입법례로 프랑스의 직장괴롭힘에 대한 증명책임을 들 수
있다. 프랑스 법제는 성희롱과 직장괴롭힘에 있어 피해 근로자가 그 괴롭힘의 존재를 ‘추
정’할 수 있는 사실만을 제시하면, 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사실이 괴롭힘과 관계없다
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프랑스 노동법전 L.1154-1조)69)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일터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좋다면 고된 일과도 더불어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봉건적 신분관계는 일터에
서의 인간관계를 주종(主從)으로 바꾸고 힘의 우위에 있는 주(主)된 존재로부터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한다. 직장괴롭힘은 근로자들의 이러한 상호견제의 극단적 형태
이며 가학적 인사관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상호견제의 신호(signal)이다. 이러
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봉건적 인적 종속관계인 현재의 노동관계를 사회법적인
계약관계로 전환시키는 법제의 성립과 근로자 간의 연대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69) Wolters Kluwer의 주석서, Le Lamy Social 2016, Wolters Kluwer France, 2016, §4070 Aménag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Cass. soc., 15 novembre 2011, n°10-3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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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kplace Bullying and Placing Limitations on Business and Personnel
Management: A Focus on Respecting the Dignity of Labor*
70)71)72)

Seung Yub Yang**․Soo Kyung Park***
The problem of workplace bullying does not only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labor
productivity; on a higher level, bullying at work infringes on the dignity of the workers’
labor. Therefore, it is a problem that should not be ignored. As public concern about this
issue has risen, various types of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and there is now the
systematization of detailed categories of workplace bullying. One such category is
“abusive HRM(human resources management)” where supervisors exert emotional or
mental pressure on workers. Unlike more obvious forms of aggression, such as
harassment, insults, defamation, and physical assault, abusive HRM is sometimes difficult
to acknowledge as a form of bullying, as it appears on the surface as the employer’s
exercise of a reasonable level of authority over the affairs of the personnel. Acts of
abusive HRM include: frequently excluding the worker from his or her duties without a
reasonable explanation; ordering the worker to repeatedly perform unnecessary tasks; and
giving non-work-related orders to personnel in the workplace. These conditions make
individual victims feel humiliated and fearful, and cause the entire workforce to internalize
a sense of fear and become insensitive to irrationality. This leads to the workers’
collective and voluntary obedience to their employer.
To regulate forms of abusive HRM, first, it is imperative to define what it is. In
reference to the general definition of workplace bullying, in this paper I define abusive
HRM as: “overall acts, performed by a person or persons either abusing their job position
inside or outside the workplace, or through the superiority of the majority, whereby a
physical or psychological assault is conducted consciously, continuously, and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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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specific worker or workers’ group, or where a specific worker or workers’
group is alienated.”As one of them, “abusive HRM is using the means of authority over
personnel with the purpose of organization or management.”
A problem with regulating abusive HRM is that an employer sometimes insists that the
unreasonable practices are part of his or her reasonable exercise of authority over the
personnel, and that the employer is thus acting within the right of management. However,
the right of management and its substantiality are ambiguous, and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or not this right includes authority over not only the material facilities of the
workplace but also the human resources. Thus,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is the liability
in the labor contract between an employer and employee. When the employer abuses his
or her authority over personnel, and it becomes a case of abusive HRM, there is no
necessity to demonstrate the malice of the employer.
Creating special legislation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including abusive HRM,
might be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the problem, since not only workers, but also job
seekers under the recruitment process and workers in the special occupational category
should be protected from workplace bullying. However, in order to draft this legislation,
there needs to be extensive societal dialogue, which consumes time and resources. Thus,
it might be a better option to supplement the current legislation that prevents bullying at
work, by adding an additional chapter on harassment to the existing Labor Standards Act,
thus dealing with both sexual harassment and workplace bullying together in the same
law. Another option could be to escalate the word “assault” to “violence” in Article 8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would prohibit more types of unreasonable actions. To
prevent the incidents of workplace bullying occurring right now, I also suggest
re-interpreting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Article 26, “the right of suspension of work”
in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eywords : workplace bullying, abusive HRM, dignity of labor, authority over
personnel, special legislation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