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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발제

1. 개괄
일터에서의 괴롭힘 연구는 1980년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실증연구, 심리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 재판 사례 등으로 관심이
대두되다가 반괴롭힘 정책과 규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Emerging Workplace Health
and Safety Issues 2013/2014』1)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9개의 유
럽 국가에서 반괴롭힘 법을 가지고 있고, 조사한 중에서 약 45개국 또는 지역에서 고용 차별
과 성희롱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함.
일터괴롭힘에 관한 법규범적 접근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음. 직업안전보건
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일터 괴롭힘 문제를 다루려는 방식, 기존의 불법행위법을 통해서 일터
괴롭힘을 문제화하는 방식, 별도로 일터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입법하는 방식 등이 그것임.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
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책임만 묻는 방식에서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식까지 그 정도가 다
양함. 구제 절차에 관해서 기존의 노동 관련 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입증책임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두는 곳이 많은데, 별도의 절차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는 곳도 있음.
아래에서는 몇몇 국가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일터괴롭힘에 대한 각국의 법규범을 살펴보겠음.

2. 프랑스2)
가. 개괄

1) 이 글은 전체적으로 위 책을 많이 참조하였다.
2) Loïc Lerouge,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in France and Few Comparisons with
Belgium: a Legal Perspective”, 2013 JILPT Seminar on Workplace Bulling and Harassment;
Loïc Lerouge, 「프랑스 노동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국제노동브리프』 Vol.12 No.9 , 한국노동연
구원, 2014; 양리원, 「프랑스 텔레콤 사례로 살펴본 프랑스법상 근로자 자살과 그 책임의 문제」, 『국
제노동브리프』Vol.10 No.8, 한국노동연구원, 2012.; 조임영, 「직장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노
동법논총』 제25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조임영, 「프랑스의 ‘노동에 있어 정신적 괴롭힘
(harcelement moral)’규제에 관한 법리」, 『노동법논총』제22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한국노동
연구원 해외노동동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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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심리학자인 Marie-France Hirigoyen이 1998년 『정신적 괴롭힘, 무자비한 폭력(Le
harcèlement moral, la violence perverse au quotidien)』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면서 프
랑스 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 이후 공산당
에서 처음 ‘노동에 있어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2002년 1월 17일
사회현대화법률(loi du 17 janvier 2002 de modernisation sociale)이 제정되면서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에 관한 규정이 노동법전(Code du travail) 및 형법전(Code
pénal)에 도입되었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흔하지 않은 입법례임. 그러나 판례를 검색해 보면
형사사건보다 민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음. 해고 등 많은 노동 분쟁에서 괴롭힘이 예비적인
사유로 등장함.
나. 법률의 내용
노동법전(Code du travail)3)의 대략적 체계는 이러함. 우리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
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노동법전에서 통합하여 다루
고 있음.4)
Part 1: 개별적 노동 관계
Book 1: 예비 조항
Title 1: (...)
Title 2 기업에서의 권리와 자유
Title 3: 차별
Title 4: 여성과 남성 간의 직업적 평등
Title 5: 괴롭힘
chapter 1: 적용범위
chapter 2: 정신적 괴롭힘
chapter 3: 성적 괴롭힘
chapter 4: Legal action
chapter 5: 벌칙
Title 6: (...)
Book 2: 노동계약
(...)
Part 2: 집합적 노동 관계
Part 3: (...)
Part 4: 일에서의 건강과 안전

3)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2050
4) 프랑스어->영어 중역으로 의미 파악되는 부분만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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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5 괴롭힘’, ‘Chapter 2 정신적 괴롭힘’을 보면,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정의 및 일반적
금지, 보복조치 금지, 무효화, 사용자의 일반적 예방의무, 가해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의무, 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조항을 번역해 보면 아래와 같음,5)
Article L1152-1
모든 노동자(salarié)6)는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
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
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
Article L1152-2
어떠한 노동자도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었거나 겪는 것을 거부한 것을 이
유로 또는 그러한 행위들을 증언하거나 기록한 것을 이유로 제재되거나 해고되거나 보수,
직업교육, 재배치, 배치, 직업자격, 직업등급, 승진, 전보 또는 계약의 갱신 등 기타 직접
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적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Article L1152-3
1152-1, 1152-2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모든 근로계약의 파기, 이 조항들에 반하는 모든
규정 또는 행위는 무효이다.
Article L1152-4
사용자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L.1152-2에 언급된 사람은 형법전 222-33-2조에 있는 수단들을 공지받아야 한다.
Article L1152-5
정신적 괴롭힘을 행한 모든 근로자는 징계제재가 과해진다.
Article L1152-6
조정절차는 정신적 괴롭힘의 피해자로 생각하는 기업의 모든 자 또는 가해 혐의가 있는
자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조정인의 선택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대상이다.
조정인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상황을 조사한다. 조정인은 괴롭힘을 종료시키기 위해 조
정을 시도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재와 피해자를 위하여 규
정된 절차의 보장에 대해 통지한다.
‘Title 5 괴롭힘’에 모두 적용되는 legal action 부분과 벌칙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음.

5) 조항 번역은 기본적으로 조임영 논문의 번역 참조. 개정된 부분 등은 희망을만드는법 자원활동가 김
호원의 도움으로 추가 및 수정. 2014. 6.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음을 2016. 1. 5. 확인.
6) ‘임노동자’라는 번역이 가장 원어에 가까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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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L1154-1
1152-1 내지 1152-3, 1153-1 내지 1153-4의 적용에 관한 소가 제기될 경우, 입사지원
자, 연수생, 교육 중인 사람, 또는 노동자는 괴롭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제
시한다.
이 요소들에 관해 그 행위들이 괴롭힘을 구성하지 않으며 자신의 결정은 괴롭힘과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요소들에 의해 정당화됨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 당사자에게 있다.
법관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거조사를 명한 후에 자신의 심증을 형
성한다.
Article L1154-2
기업 내의 대표적 노동조합들은 1152-1 내지 1152-3, 1153-1 내지 1153-4 등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 내의 대표적 노동조합들은 관계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115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내에서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고 언제라도 그 소송을 종
료시킬 수 있다.
Article L1155-2
1152-2, 1153-2, 1153-3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신적 또는 성적 괴롭힘에 대하여 1년의 금
고와 3,750의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보듯이 입증책임 전환, 조합소송권 규정을 두고 있음.
노동법전이 개정되어 형사처벌은 보복조치에 대해서만 두고 있음. 형법전 222-44-2조에서는
정신적 괴롭힘의 정의를 노동법전 1152-1과 동일하게 두고 있는데, 그 위반에 대해서 2년의
징역과 30,000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법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파트에서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예방의무에 관해
기존에 ‘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신체 및 정신 건강’이라고 개정된 바 있음
(L4121-1).
다. 판례의 내용7)
정신적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필요한지, 경영방식으로 인해 발생하
는 괴롭힘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이 프랑스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는데, 이에
관해서 하급심 판결에서 그 판단이 엇갈렸음.
이에 대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은 2009. 11. 10. HSBC France 판결에서 정신적 괴
7) 조임영의 논문을 참조하였고, 김호원의 번역 도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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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힘의 성립에 가해의도가 필요없음을 명확히 판시(Cass. soc. 10 nov. 2009, 08-41497). 또
한 같은 날 Salon Vacances Loisirs 판결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든 아니든 노동 조건을 악
화시키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그의 신체적·정신적 건상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만들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경영 방식이 상위의 위계질서
에 의해서 성립된다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경영방식이라
는 이유가 정신적 괴롭힘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Cass. soc. 10 nov. 2009, 07-45321). 이 판결에서 파기법원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압박
을 주고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게시판을 통한 비인간적인 소통으로 노동자에게 우울증을 일으
켰다면, 이러한 경영방침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음.
2010. 2. 3. Socrec 판결에서도 다시금 Salon Vacances Loisirs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
파기법원은 이 판결의 사안에 대해, 경영관리자가 판매원들에게 집약적 할당량을 주고 극도로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 놓이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노동자가 동료들 앞에서 두
차례 업무 방식에 관해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으며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
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았음. 결국 파기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
손하고 건강을 해쳤다고 판단하며 사용자 측에 근로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을만한 정신적 괴롭
힘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음(Cass. soc. 3 fev. 2010, 08-44107).

3. 캐나다
가. 개괄
퀘백에서 2004년 정신적 괴롭힘(psycological harassment)에 관한 구제수단을 포함하는 노
동기준법[Act respecting labour standards (“LSA”)]을 개정하여 미주권에서 처음 일터 괴
롭힘 관련 규정을 마련함. 이후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아 등 다른 주에서도 직업안전보
건에 관한 법령에서 일터 괴롭힘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고, 캐나다 연방 정부도 2008년 일터
폭력에 영향 끼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 자원, 시간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는 직업
건강안전규칙을 제정하였음. 2013년에는 National Voluntary Sandard for Psychological
Health and Safety in the Workplace를 발간.
나. 퀘백 주 법률의 내용8)
‘Chapter 4 노동기준’, ‘Division 정신적 괴롭힘’ 부분에 규정되고 있음. 예방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괴롭힘 가해자 자체가 아닌 사용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정신적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용인은 다음 요소들을 증명해야 함.
- 성가신(vexatious) 행동
- 반복성
- 적대적이고 원하지 않음
8) 엉문으로 된 법률은 http://www2.publicationsduquebec.gouv.qc.ca/dynamicSearch/telecharge.
php?type=2&file=/N_1_1/N1_1_A.html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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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완전성을 저해
- 직장 환경 악화
- 하나의 사건도 해로운 영향이 지속된다면 괴롭힘을 구성할 수 있음.
(정의조항인 LSA section 81.18에서 분설할 요소들)
모든 피고용인은 정신적 괴롭힘이 없는 노동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정신적 괴
롭힘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사용자가 괴롭힘의 행동들을 알게 되면 이
를 멈추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추상적인 권리와 의무 규정(section 81.19)을 두고 있
음.
동시에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음. 정신적 괴롭힘 피해를 입은 피고용인 또는 노동자
권리 옹호를 하는 비영리단체가 대신하여 마지막 괴롭힘 발생으로부터 90일 이내 노동기준위
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section 123.6, 123.7).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정신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section 123.8). 이 조사동안 조정도 가능하고, 조정에서 위원회는 피고용인을
지원(section 123.10). 노동기준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노동관계위원회로
가는데, 노동기준위원회가 무료로 피고용인을 대표할 수 있음(section 123.13).
만약 피고용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사용자가 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노동관계위원
회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처분을 한다(section 123.15).
① 노동자의 원직복귀
② 임금 손실분을 최대한으로 하는 배상
③ 괴롭힘을 금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④ 가해자에 대한 징계
⑤ 실업에 대한 보상금
⑥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신적 지원에 대한 지불
⑦ 노동자에 대한 규율 변경
문제된 정신적 괴롭힘이 직업적 손상이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동시에 산업사고와직업병에관
한법률(Act respec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 산업사고와직업병에관한법률로 산재신청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위의 ②,④,⑥ 처
분은 취하지 않는다(section 123.16).

4. 오스트레일리아
가. 연방입법 이전의 상황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State, Territory)들은 직업안전 관련법에 일터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일터 괴롭힘에 관한 비교적 상세
한 지침을 채택하여 인식 개선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여 왔음.
200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가 일터 괴롭힘 관련 법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함. 2005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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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복지법(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Act 1986)9) 개정시 부절적한 일
터 행동으로 workplace bullying 조항을 삽입.10)
퀸즈랜드의 경우, 주정부에서 2004년 직장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The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Code of Practice 2004)를 채택. 2014년에는 Work Safe
Australia11)에서 발행한 일터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Guide for Preventing and
Respoding to Workplace Bullying, 2013)을 채택하여 위 행동강령을 대체하였는데, 그 목차
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서
1.1. 일터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무엇인가?
1.2. 일터 괴롭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3. 어떻게 일터 괴롭힘이 일어나는가?
1.4. 일터 괴롭힘의 영향
1.5. 일터 괴롭힘과 관련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가?
1.6. 일터 괴롭힘의 위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2. 일터 괴롭힘 예방
2.1. 일터 괴롭힘의 가능성 확인
2.2. 위험 통제
2.3. 관찰과 감독
3. 일터 괴롭힘 대응
3.1. 어떻게 일터 괴롭힘에 대응하는가
3.2. 일터 괴롭힘 보고에 대응할 때의 원칙
3.3. 비밀보장과 투명성의 균형
3.4. 보고된 일터 괴롭힘 해결 이후의 행동
4. 조사
4.1. 누가 조사를 수행할 것인가
4.2. 당사자에게 조사에 대해 알리기
4.3. 조사의 결과
4.4. 별도의 행동
부록 A - 일터 괴롭힘 정책의 예
부록 B - 추가 정보
빅토리아 주 최고법원은 괴롭힘 피해자에게 60만 불의 손해배상을 판결하기도 하였고(Swan
v Monash Law Book Co-poretive 2013 vsc 326), 장기간 소속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가한
한 고용주는 OHS Act 2004에 근거하여 5만 불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하였음.12)
9)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OCCUPATIONAL%20HEALTH%20SAFETY%20AND%2
0WELFARE%20ACT%201986.aspx에서 OHSW 원문 확인 가능.
10) 이 법은 2013. 1. 1. 노동건강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로 폐지되었다. WHS에서
는 bullying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
11) Work Safe Australia는 2009년에 설립된 법정 단체로, 직업안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을 한다. 연방, 각 주, 노동자, 사용자 그룹의 각 대표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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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방 법률의 내용
연방 차원에서는 2013. 6. 27. Fair Work Act 2009 개정(2014. 1. 1. 발효)으로 일터 괴롭
힘(Bullying)에 관한 조항이 처음 들어왔음. 이 법에 의해 괴롭힘 피해자들은 the Fair Work
Commission(FWC)에 괴롭힘 중단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규정은 노동건강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과 동일하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 하청, 외주, 교육생, 자원
봉사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13)

Part 6-4B - 일터에서 괴롭힘을 받은 노동자(worker)
Division 1 - 개관
789FA 이 장에 대한 일러두기
이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FWC(Fair Work Commission)에 괴롭힘 중단 명령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789FB 근로자(employee)와 사용자(employer)의 의미
이 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통상의 의미를 가진다.
Division 2 -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괴롭힘 받는 것을 막기
789FC FWC의 괴롭힘 중단 명령의 적용
(1) 일과 관련하여(at work)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리적으로(reasonably) 믿는 노동자
89FF에 의해 FWC의 명령을 신청할(apply) 수 있다.
(2) 이 장의 목적에 비추어, 이 장에서 노동자라 함은 노동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상의 노동자와 같은 의미이며, 하지만 주방위군은 제외한다.
Note: 직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는 피고용인(employee), 도급노동자(contractor), 하
도급 노동자(subcontractor), 사외노동자(outworker), 견습생(apprentice), 교육생(trainee), 직
업 경험을 쌓고 있는 학생(student gaining work experience) 또는 자원봉사자(volunteer)를
의미한다.14)

(3) 이 명령의 신청에는 규정에 따른 수수료(fee)가 첨부되어야 한다.
(4) 규정에는, (a) 이 장에 따른 FWC의 신청에 필요한 비용, (b) a method for
indexing the fee, (c) 이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환불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89FD 언제 노동자가 괴롭힘을 받는가?
(1) 괴롭힘이란,

12) 『Emerging Workplace Health and Safety Issues 2013/2014』 , 158면.
13) 희망을만드는법 자원활동가 문준혁의 초벌번역을 활용하였다. 법률원문은 https://www.comlaw.go
v.au/Details/C2014C00342서 다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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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ⅰ) 개인 또는
(ⅱ) 집단이
이 노동자, 또는 이 노동자가 포함된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위하며,
(b) 이 행동이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때를 말한다.
(2) 오해를 피하자면, (1)항은 합리적인 태도로 수행된 합리적 경영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3) 만약 누군가가 사업이나 일을 할 때(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람은 1. 헌법적 기
업(Constitutional Corporation), 2, 연방, 3. 연방당국, 4, 영역 내 설립된 주식회사이거
나 또는 연방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이나 일일 때, 이 사업과 일은 헌법적으로 적용되는
(constitutionally-covered business) 사업이다.
789FE FWC는 신청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1) FWC는 789FC에 의한 신청을 신청후 14일 이내에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
(2) 그러나, 만약 그 신청이 (a) 호주의 방위, (b)호주의 국가안보 또는 (c) 호주연방 경찰
의 비밀 작전, (d) 호주연방 경찰의 국제작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FWC는 789FC에 의한
신청을 무시할 수 있다.
789FF FWC가 괴롭힘 중단명령을 내려야 하는 경우
(1) 만약,
(a) 노동자가 789FC에 따라 신청하며,
(b) 노동자가
(ⅰ)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노동과 관련된 괴롭힘을 받아왔고,
(ⅱ)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노동과 관련된 괴롭힘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면,
FWC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행해지는 노동과 관련된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789FG 괴롭힘 중지명령의 위반
789FF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
789FH 직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
직업안전보건법 115조와 WHS 법에 상응하는 규정들은 789FC에 따른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
Note: 보통, 노동자가 789FC에 의해 괴롭힘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 직업안전보건법 115조와
WHS법의 관련 조문은 괴롭힘에 관한 이 법의 규정들의 개시를 막거나, 신청을 막게 된다. 이
조문은 이러한 금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7) 789FI 이 장은 호주의 방위, 국가안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WHS Act 2011에서 "employee" 대신에 "worker"라는 넓의 개념을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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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가. 개괄
우리와 유사한 기업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터 괴롭힘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고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책임 등 개별적 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노동
상담에서 괴롭힘 문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후생노동성은 2011년 7월 ‘직장의 이지메·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발족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일터 괴롭힘의 배경, 대처의 필요성,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였
음. 워킹그룹은 6차례 논의를 통하여 2012년 1월

「직장 이지메·괴롭힘에 관한 원탁회의 워

킹그룹보고(이하 ‘워킹그룹 보고’)」를 발표하였고, 원탁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 2012년 3월

「직장의 파워하라스먼트15) 예방·해결을 위한 제언(이하 ‘제언’)」을 발표하

였음. 후생노동성은 직장 파워하라의 개념, 예방과 해결 방법, 모범 사례 등에 더하여 취업규
칙 예시, 단체협약 예시 등을 담은 핸드북을 펴내기도 하였음.
나. 워킹그룹 보고에 나타난 일터 괴롭힘 정의와 유형
정의
직장 파워하라스먼트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 관계 등
직장 내 우위를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 유형
① 폭행·상해 (신체적 공격)
② 협박·명예 훼손·모욕·심한 폭언 (정신적인 공격)
③ 격리·동료와의 소외·무시 (인간관계에서 분리)
④ 업무상 분명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 강제 (과도한 요구)
⑤ 업무의 합리성 없이 능력과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부여하
지 않음 (과소 요구)
⑥ 사적인 영역에 지나친 개입 (개인 생활 침해)

6. 미국16)

15) 일본은 법률 규정이 있는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 줄여서 ‘세쿠하라’), 모성을 이유
로 한 괴롭힘으로서 마타니티 하라스먼트(maternity harassment, 줄여서 ‘마타하라’, 2009년에 처음
제기된 조어. 일본 고용균등법은 임신, 출산, 출산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을 금지하고 있
음) 외에 직장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파워 하라스먼트(power harassment)'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16) David Yamada, "Workplace Bullying and the Law: A Report from the United States", 2013
JILPT Seminar on Workplace Bulling and Harassment의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다.

- 10 -

가. 개괄
미국은 반차별 법리가 발달한 반면, 일터 괴롭힘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조항을 별도
로 가지고 있지 않음. 다만, 일터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
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inter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IED), 시
민권법 등 연방과 각 주의 반차별법에 근거한 소송, 보복행위 보호 조항, 직업안전건강법 등
을 들 수 있다. IIED의 경우 행위가 극심하고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야 할 것을 요구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반차별 소송은 특정한 인적 속성에 근거한 괴롭힘만 포섭할 수
있는 한계. 보복행위를 보호하는 조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용범위의 한계가 있으며, 직업안
전건강법도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드러내기가 힘든 문제가 있음.
이에 인적 속성과 결부되지 않은 괴롭힘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사용자의 괴롭
힘 방지 조치를 촉진시키는 Healty Workplace Bill(HWB)에 대한 입법운동이 진행되고 있
음.17) 2015. 12. 현재 29개 주와 2개 령에서 HWB가 발의된 바 있음.
나. 제출된 법안의 내용
주별 HWB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법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18)19)

workplace bullying, mobbing과 harassment를 보호되는 지위와 관계없이 접근하는 법
일반법 151E 장 뒤에 151G 장을 삽입한다.
151G장
건강한 일터(The Healthy Workplace)
Section 1.
(a) 일반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1) 주의 사회적 경제적 안녕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근로자들(employees)에게 달려있다;
(2) 적어도 3분의 1의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직장 내 괴롭힘(bullying),
학대(abuse), 괴롭힘(harassment)을 그들의 노동 생애 내에 경험하며, 이러한 형태의 잘
못된 처우는(mistreatment)는 성희롱 사건보다 거의 4배 이상 많다.
(3) workplace bullying, mobbing과 harassment는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상
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수치심과 굴욕감, 심각한 불안, 우울, 자살충동, 면역체계 약
화,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PTSD 증상 등이 포함된다.
(4) 가학적인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도덕성을 낮추고, 결근율과 이직률을 높이고,
17) 캠페인 페이지가 있다. http://healthyworkplacebill.org/
18) 문준혁(희망을만드는법 자원활동가)의 초벌번역을 활용하였다.
19) 메사추세츠에서 발의된 HWB는 https://malegislature.gov/Bills/189/House/H1771에서 확인가능
하다.

- 11 -

의료적 보상청구의 증가로 사용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만약 가학적 처우를 받아온 근로자가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국적, 연령 등의
동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러한 처우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6) 가학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법적 보호는 고용상 차별 법령에 따른 계급적 지위에 기초
하여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7) 현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계획과 보통법의 불법행위 소송은 이러한 행동을 제어하
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는데 부적절하다.
2조.
이 장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의미로 해석된다.
“학대행위(abusive conduct)”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모두를 의미하며,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이라면 가학적이라고 믿는 것이며, 이는 심각성, 성질, 행위 빈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멸하는 낙인, 모욕, 별칭 등의 반복
적인 언어적 학대;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위협, 공격, 모욕 등의 행위; 또는 근로
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태업 또는 폄하 등. 이러한 행위가 피고용인의 심리적, 신체적 질병
또는 장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상황을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 1회적인
행위는 학대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나, 특히 심각하고 지독한 행위라면 이 기준을 충족한다.
“가학적 근무환경(Abusive work environment)”이라 함은 한명 이상의 피고용인 또는 고
용주가 피고용인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며, 그 결과 피고
용인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행위에 처하게 되는 고용조건을 의미한
다.
“고용상 불이익 조치(adverse employment action)”라 함은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의미하고, 다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종료, 좌천, 비호의적 배
치전환, 승진실패, 징계행위, 보상의 감소 등.
“의제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란 다음과 같은 부정적 고용상 조치를 의미한다.
(1) 근로자가 스스로 가학적 근무환경에 처해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으며
(2) 근로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직하며
(3) 사용자가 사직에 앞서 남용행위를 인지하고 그것을 중단하지 못했을 때.
“심리적 피해”라 함은 사람의 정신건강상의 장애를 의미하며, 전문적 증거에 의해 인정된
다.
“신체적 피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건강과 육체적 온전성에 대한 장애를 의미하며, 전문적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3조.
(a) 어떤 근로자도 가학적 근무환경에 처해서는 안 된다.
(b) 어떤 사용자 또는 근로자도 이 장의 불법적인 고용상 관행에 맞서서 증언하며, 보조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부적
이의제기와 절차, 중재와 조정과정, 법적 소송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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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저지른 이 장 3조의 위반에 대해 대리적(vicariously) 책임을
진다.
(b) ‘고용상 불이익 조치’이외의 이 장 3조의 위반사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에 사용자는 다음의 이유로만 적극적으로 방어(면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적절히 노력하였고,
(2)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예방 또는 교정적인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
우
5조.
(a) 근로자가 이 장 3조의 위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b) 이 장 3조의 위반이 고용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실제적 또는 암묵적 위협을 가한 고
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만 피고용인은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6조. 적극적인 방어라 함은,
(a) 이의제기된 행위가 저성과, 중과실,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합리화되는 고용상
불이익 조치인 경우,
(b) 이의제기된 행위가 합리적 성과 평가에 기초한 경우
(c) 이의제기된 행위가 잠재적으로 위법한지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 조사에 기초한 경우
를 말한다.
7조.
(a) 이 장 3조의 위반에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은 피고에 불법적인 고용상 행위들
을 금지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수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사항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복직, 공격 당사자를 이의제기자의 작업환경에서 배제, Back pay, front pay,
의료비용, 고통에 대한 보상금,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금, 징벌적 배상, 변호사 비
용.
(b) 사용자가 이 장 3조의 위반에 고용상 불이익 조치 이외의 행위로 책임이 있는 경우,
감정적 피해와 징벌적 배상은 위반행위가 극단적이고 지나칠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제한
은 개인 근로자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8조
(a) 이 장은 민사적 권리에 관한 소송으로서 강제될 수 있다.
(b) 이 장 3조 위반 행위 1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9조.
(a) 이 장의 규정들은 단체협약과 규정의 권리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b) 이 장에서 취해지는 구제조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에 덧붙여져야 하며, 이 장을
이유로 타법에서 주어진 책임, 의무, 형사책임을 면하지 않으나, 이 장과 근로자보상법에
따라 동일한 피해에 대한 의료비용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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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4조 대리책임에 관한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형성된 사용자 대리책임의 법리를
명문으로 가져온 것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8년 두 개의 판결[Burlington Industries, Inc.
v. Ellerth, 118 S. Ct. 2257 (1998), and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 118 S. Ct.
2275 (1998)]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음. 이 판
시는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의 ｢불법
적인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대리 책임에 관한 지침(Enforcement Guidance: Vicarious
Employer Liability for Unlawful Harassment by Superviosrs｣(1998년 제정, 2010년 최
종 개정)20)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이 지침은 성희롱 뿐만 아니라 다른 인적 속성을 이유
로 한 괴롭힘에도 적용됨). 그 판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연방대법원은 관리자의 괴롭힘이 실제 고용상의 조치로 끝나는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괴
롭힘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항변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했음.
•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예방 또는 교정적인 기회를 이용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피
해를 피하는 데 태만하였음.
사용자의 해고, 전직 등 처분으로 이어지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면책될 수 없고, 사
용자의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리자의 괴롭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다는 것임.

7. 영국21)
가. 개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가 없음. 1996년 노조가 지지하
는 Dignity at Work Bill(1996)이라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되고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1997,
2001년 두 차례에 거쳐 상원 발의에 실패하였음. 현행의 법적 수단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반
대 측의 주된 논거였음.
현재 스토킹을 보호하기 위한 괴롭힘금지법(Prote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의제해
고 규정을 두고 있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 직업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등에 의해 일터 괴롭힘도 보호될 수 있음. 개별적 차별금지
법이 정리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도 인적 속성에 관련된 괴롭힘에 대한 금지를 명
시하였음.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도 사용자가 그 제3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
기 위한 합리적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괴롭힌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section 40(2)], 계약적 노동자(contract worker)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
20) http://www.eeoc.gov/policy/docs/harassment.html에서 지침 원문 확인 가능.
21) 심재진, 「영국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규제」, 『노동법논총』 제25집, 2012; Helge Hoel,
“UK:Workplace Bullying in United Kingdom”,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 2013
JILPT Seminar on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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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 두고 있음[setion 41(2)].
나. 제출된 법안의 내용
발의에 실패한 Dignity at Work Bill(1996)의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노동에서의 존엄
권 위반에 대해 고용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주요 골자임.22)

이 법안은 근로자들에게 노동에서의 존엄의 권리를 부여하고 연관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Right to dignity at work 노동에서의 존엄권
1. 노동에 있어서의 존엄권(Right to dignity at work)
(1) 모든 근로자는 노동에 있어서의 존엄권을 가지며, 근로계약의 문언에 이 권리가 포함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의 5조에 따라, 만약 근로자가 그의 고용 중에 스트레스나 불안을 초래하는 사
용자의 괴롭힘(harassment or bullying) 또는 그러한 행동을 겪게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에 있어서의 존엄권을 위반한 것이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여기에 포
함되며, 존엄권 위반은 이 예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a) 1회 이상의 공격적, 가학적, 악의적인 모욕 또는 위협 행동
(b) 1회 이상의 정당하지 않은 비난
(c) 합리적 정당화가 불가능한 처벌
(d)

근로자의

의무나

책임의

변화로

인해

합리적

정당화

없이

근로자의

손상

(detriment)이 초래된 경우
2. 보복(Victimisation)
만약 사용자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어떤 근로자를 덜 호의적으로 대한다면, 그 근
로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에
있어서의 존엄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a) 사용자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법적 절차(proceeding)를 진행한 경
우,
(b) 사용자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제공한 경우,
(c)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라 또는 근거하여 어떠
한 행위를 한 경우,
(d) 사용자나 다른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러한 일을 했거나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추정한 경우,

22) http://bullyonline.org/old/action/dignity.htm에서 Dignity at Work의 원문을 볼 수 있다. 번역
은 문준혁(희망을만드는법 자원활동가)의 초벌번역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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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적 노동자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 against contract workers)
(1) 이 조는(Section)은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에 따라 스스로를 공급하는 계약적 노
동자(“contract workers")를 고용하는 모든 사람(“the principal”)에게 적용된다.
(2) 이 조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람은 계약적 노동자의 일에
있어서의 존엄권(1(2)조 또는 2조에서 정의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Action on breach of right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4. 고용재판소에 이의제기(Complaint to employment tribunal)
(1) 노동에서의 존엄권 침해를 위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되지 않으며, 이 법에 따른 노동에서의 존엄권을 다른 사람이 침해하였다고 근로자에
의해 제기된 진정은 고용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다.
(2) 고용재판소는 그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
기된 이의제기만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경
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3) 이 조의 목적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넘거나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1(2)조의 침해행위
는 그 행위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기산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5. 사용자의 방어(Employer`s defence)
(1) 4조에 따라 고용재판소의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했다
면 1(2)에 설명된 행위들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이 법에 따른 계획1에 따라 노동에 있어서 존엄을 실행하는
정책을 사용자가 시행하고 있었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단계를 취
하며,

이

법과

정책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수단을

취하기

위해

전문가

(competent)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경우.
(b) 이의제기된 행위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전문가에 의해서
침해로 인정되지 않고(repudiated), 이것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3 근로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
(c)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사용자가 이의제기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손상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행했을
때
(2) 전(1)항의 목적에 비추어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은, 충분한 교육, 경험과 1항에서 언
급된 조치들을 적절히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가 존엄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통지되어야
한다.
(a)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존엄권 침해로 기소된 행위를 저지르거나 참여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불인정사실이 통지
(b) 문제제기된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던 모든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reasonable for him to believe) 불인정 사실과 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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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전(3)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승인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
다.
(5) 어떤 행위는 불승인 통지 이후라도 불승인된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a) 사용자 또는 그의 근로자가 불승인 결정에 부합하지 않게(inconsistent) 행동하고,
(b) 전문가가 그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 불승인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기간 내
에 위 (3)항에 따라 그 사람에게 확인해 주지 못하는 경우
(6) 이 조의 조항들은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문제 제기된 행위에 대해
가지는 1조 (2)항 보다 넓은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without prejudice).
6. 구제(Remedies)
(1) 고용재판소는 4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된 문제가 근거가 충분하다고(Well-founded)
판단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한에서 다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문제제기자의 권리를 선언하며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는 명령
(b) 문제제기자에 대한 상대방의 보상 지급 명령, 이는 불법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에 따
른 배상과 동일하며,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될 수 있음.
(c) 존엄권을 침해한 상대방이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특별기간 행동에 대한 권고
(2) 전항 (1)(b)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심각성, 빈
도, 사용자의 침해의 영속성을 고려할 수 있다.
(3) 만약 상대방이 합리적 정당화 없이 전항(1)(c)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만약 정
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재판소는 전항 (1)(b)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양
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전항 (1)(b)에 따른 명령이 없다면, 재판소는 이러한 명령을 내
릴 수 있다.

Supplementary
7. 타법개정
(..)
8. 해석
이 법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다면,
“전문가(competent person)”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다. 5
조(1)(a)와 (2)참조
“고용(employment)”은 서비스 또는 견습 계약 또는 개인적으로 일 또는 노동을 처분하
는 계약 하에 이루어지는 고용을 의미하며, 관련 표현도 이에 따라 해석된다.
"대표(representative)"는, 어떤 근로자에게라도, 근로자에 의해 지명된 대표를 뜻하며
이는 또한 같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가입한 독립적 노동조합의 임원
을 뜻하며; 이 목적에서 ‘임원’ 또는 ‘독립적 노동조합’은 노동관계법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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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칭 기타
(1) 이 법의 약칭은 Dignity at Work Act 2001로 한다.
(2) 통과 2개월 후 시행된다.
(3)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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