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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오  욱  찬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평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장애차별금지법이 노동시장에

서 장애인의 열악한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미국과 영국에서 고용효과가 미약하거

나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실증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장애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도 고용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장애차별금지법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국가 수준의 비교연구로 고용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차별금지법

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고용효과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

지 확인함으로써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 증가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네 가지 연구문제가 제기된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법 연구로 OECD 전체 34개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을 분석하였

다. 이 때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은 어떠한가?”이며, 내적 특성에는 

구체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장애 정의의 특성,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포함된다.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는 법률의 내용적, 형식적 측면을 고려

하여 실질적으로 민간과 공공을 포함한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과 학설을 바탕으로 장애 

정의의 포괄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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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는 각국의 법률 텍스트와 판례가 기본이 되며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률 부속

서류, 평등기구 결정례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가급적 1차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언어장벽을 고려하여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의 국가보고서, 온라인 법률 데

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2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어떠한가?”, “장애차별금

지법의 고용효과는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

효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라는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비교미시자료인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

이스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000~2010년 사이의 4개 웨이브에 해당하는 

OECD 24개 국가의 78개 데이터세트에서 25~54세의 977,727명의 자료가 포함되었

다. 독립변수인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장애 정의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은 비교법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변수로 조

작화 하였다. 분석모형의 추정은 국가-시기-개인으로 위계화된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

여 다수준모형을 적용하였다.

   비교법 연구에서 밝힌 장애차별금지법의 특성은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에서의 세 가

지 연구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주요 연구결과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와 전

반적 고용효과,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에 따른 고용효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에 따른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과정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아이

슬란드,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차별금지법은 1985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 유럽은 물론 남

미와 아시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EU 고용평등지침의 영향

이 특히 컸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을 ‘미국 방식’으로 간주했던 유럽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었고 차별금지를 기존의 사회보장 중심의 장애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이 도입한 장애차별금

지법은 차별의 사유가 장애에 한정된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사유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는 영역도 고용에 한정되는 경우와 고용 이외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경우

로 다양하다. 하지만 차별의 사유별로, 적용되는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차별금지법

이 통합되는 현상도 관찰되는데, 이는 많은 국가에서 성과 인종으로 시작된 차별금지

법이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법적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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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비교법 연구에서 밝힌 각국의 장애차별금지

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도입 여부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장애차별금지

법 도입 여부 변수를 포함한 2수준의 국가 시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 하였을 때 

장애차별금지법은 평균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3.5%p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계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2수준 변수를 전체평균 중

심화 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효과가 나타났

다.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하면 국가 고유의 미관측 이질

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가 내 효과와 국가 간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

지만 고용효과의 크기가 3.5%p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이러한 가정은 큰 무리가 없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이 긍정적 고용효과를 낳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한 OECD 31개국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해야 한

다는 합의가 있지만 사회모델에서 사회적 장벽으로 개념화된 장애를 차별금지법에 그

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 개입해야 할 대상을 상실하는 모순을 낳는다. 그보다는 

법률에서 장애를 최대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사회

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Degener(2004) 등의 학설을 근거로 네 가지를 도출하였는데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손상 혹은 활동․참여 제약의 심각성을 한

정하지 않은 경우, 손상 혹은 활동․참여 제약의 지속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

고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을 인정할 경우 장애의 개

념이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을 분석한 결과 장애 정의에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

지 않고 심각성과 지속성을 모두 한정하지 않으면서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까지 모두 인정한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의 장애 정의가 가장 포

괄적이었다. 반면에 장애 정의에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고 심각성과 지속성을 

모두 한정한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

국, 영국은 매우 협소하게 장애를 정의한 경우에 속한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도 모두 인정하지 않아 

가장 협소하였다. 이러한 협소한 장애 정의는 차별금지법이 타 법률, 특히 사회보장법

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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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정의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준모형 실증분

석은 비교법 연구를 통해 규명한 활동․참여 제약 요소, 장애의 심각성 조건, 장애의 

지속성 조건을 분석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조작화하고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변수를 생성하여 진행하였다. 네 가지 평가기준 중 현재장애 이외의 포괄범위를 제외

한 것은 LIS 자료의 장애 변수 자체가 현재장애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세 가지 지표에서 장애 정의가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가 소수이고 시

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평가 변수는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협소한 장애 정의인 경우와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광범위한 장애 정의인 경

우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정의에 대한 개별 평가기준은 물론 종합평가에서도 

장애 정의가 협소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지만 장

애 정의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 하였을 경우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가 포괄적일수록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지

고 긍정적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분석결과는 반대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LIS 자료에서의 장애 변수가 

대부분 활동제약 변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의 지속성도 6개월 이상으로 측정하여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의 포괄성

이 갖는 영향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LIS 자료에

서 비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장애차별금지법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고용효과

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가 포괄적인 것

으로 판단된 국가의 LIS 자료가 대체로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행정적 장애 변수는 활동제약 변수보다 더 협소하기 때문에 LIS에서 비장애인

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장애차별금지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언

급되며 개별 국가에서 진행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실증분석 연구에서도 중요

하게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addington(2004, 2008)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여기에

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편

의의 내용을 한정적 혹은 개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직무수

행 효과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한다는 조건이 있는지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장애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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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을 제정한 국가 중 실질적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

단한 칠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28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28개국 중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는 22

개국으로 상당히 많았으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정의보다 협소한 경우는 프랑스와 독일뿐이었다. 합리적 편의

의 내용은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인 정의만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예시 목록을 제시하

기도 하는데, 5개국에서는 편의의 내용을 특정 형태로 한정하거나 한정적 목록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합리적 편의제공에서 ‘합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직무수

행 효과성 테스트와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가 명확히 구분되는 2단계 접근법은 네덜란

드가 유일하였지만 16개국에서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균등한 부담 항변에 대한 판단요소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7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공적 지원 고려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

에 따라 다섯 가지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으로 나타났다. 반면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에 대한 평

가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기준의 평가결과를 분석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조작

화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

별금지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평가지표로는 적절하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네 가지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가 변수도 함께 생성하였는데 장

애 정의 특성과 반대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국가가 

상대적으로 소수로 나타나 네 가지 세부지표에서 하나라도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

와 네 가지 지표 모두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개별 지표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 한계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고 종합평가 지표에서는 일반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대로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대체로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 변수를 전

체평균 중심화한 경우에 개별 지표에서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의 긍정적 

고용효과도 유지되거나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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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편의제공 의무가 강할 때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 연구와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을 결합한 학제 간 연구로 기존 연

구가 갖는 한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극복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에 한정된 비교법 연구

의 영역을 확장하여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내적 특징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지도

를 구축하였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의 포괄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존 학설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고용효과의 차원에서 실질

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유용성과 한계를 확인한 것도 이론적인 기여로 평가할 수 있

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용효과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

쟁이 새롭게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필요한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장애차별금지법, 고용효과, 장애 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비교법 연구, 

다수준모형

학  번: 2009-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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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즉 장애차별금지법은 1990년 미국이 도

입한 이후 호주(1992년), 영국(1995년), 아일랜드(1998년), 스웨덴(1999년) 등으로 확

산되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EU 회원국 사이에 장애차별금지법이 빠른 속도로 확

산되었으며,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1))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차별금지법은 주요 선진국

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최근

에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정책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며 적용되는 영역도 다양하지만 본 연구가 

그 중에서도 고용효과에 주목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장애차별금지법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조치

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문제에 개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은 오히려 

장애인을 주류 노동시장에서 분리시켜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Waddington and Diller, 2002).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의 장애

정책은 돌봄에서 고용촉진으로, 분리주의에서 통합주의로, 복지에서 공민권(civil 

rights)으로의 이행이라는 공통된 경향을 보였으며,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은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Bagenstos, 2003b: 650). 또한 이러한 경향과 맞물려 

장애차별금지법은 활성화(activation) 정책과 함께 장애급여 수급자 축소를 위한 복지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간주되

기도 한다(Bagenstos, 2003a; Van Oorschot and Hvinden, 2000). 따라서 장애차별

금지법은 그 확산 배경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장애인 고용확대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효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고용효과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선도적 국가라 할 수 있는 

1) 본 연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의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며,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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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실증분석 연구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금지법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실증

분석 연구에 흠결이 있거나,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국제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다

른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고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일반화하

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부정적 고용효과는 미국과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 갖는 내

재적 한계 때문일 수 있는데,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 나타나는 형식과 내용에서

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기존 한두 국가의 고용효과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은 다른 장애정책과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장

애정책이 장애차별금지법의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이나 영국과 동일한 장애차

별금지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고용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

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흐름은 개별 국가 혹

은 몇몇 국가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법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률의 잠재적인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이는 주로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현실에서 장애차별이 발생했을 때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예상 가능하게 해준다. 또 다른 흐름은 정교한 계량분석 모

형을 적용하여 장애차별금지법이 실제 어느 정도의 고용효과를 거두었는지를 과학적

으로 평가하는 연구이다. 이는 주로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정책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

졌다.

   하지만 양 흐름의 연구가 갖는 한계는 뚜렷하다.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법학 연

구는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 나타나는 법리적 차이를 밝히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짐작하게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반

면 사회정책학적 효과분석 연구는 고용효과 유무만을 밝힐 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구체적인 원인을 포착하지 못한다. 이는 기존의 계량분석 연구가 일국 내의 분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외에 법률의 구체적인 특징을 모형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990년대 장애인 고용 악화에 대한 장애차별금지법 

책임론이 제기된 이후 나타난 수많은 논쟁은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준다

(Burkhauser and Stapleton,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두 가지 흐름을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장애차별금지법은 그 내부에 복잡하고 다면적인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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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효과만을 분석해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그러한 결

과가 나타났는지 파악하기 힘들다(Jolls and Prescott, 2004: 1). 따라서 분석을 국제

적 수준의 비교연구로 확장시키고 고용효과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장애차별금지법과 국제규범의 영향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수렴 현상이 관찰되

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법률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적응과정과 문화변용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국제규범에 의해 도입된 법률도 개별 국가

들의 폭넓은 재량으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Bagenstos, 2003b; 

Heyer, 2002; Waddington, 2005). 이러한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은 고용효과

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연구가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 중에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

애의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reasonable accommodation duty)2)에 주목한다. 

두 가지 요소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장애 정의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를 결정한다. 또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다른 분야의 차별금지법에서 나타나지 않

는 독특한 요소로 그것을 제외하면 장애차별금지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

로 핵심 요소로 언급된다(Diller, 2000: 31; Lawson, 2008: 6-7; Schwab and 

Willborn, 2003: 1201). 따라서 각 국가의 장채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 두 가지 특성이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네 가지이며, 크

2)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은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며 영국은 ‘합리
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 한국은 ‘정당한 편의제공’ 등 국가별로 이를 지칭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용한 ‘합리적 편의제공’이 법적, 학술적 용어로 가장 널리 사용
되며 국제규범에서도 채택된 용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일반적인 개념을 지칭할 때에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개념을 지칭할 때에는 해당 
국가 고유의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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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비교법 연구의 단계로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은 어떠한가?”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내적 특성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

부, 장애 정의의 특성,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포함된다. 기존에도 비교법 연

구를 통해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현황과 장애 정의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

을 밝힌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장애차별금지법의 역사가 깊은 영미권과 유럽 일

부 국가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비교법 연구는 34개 OECD 전 회원국을 대상으

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어떠한 특성이 장

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연구 단계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세 가지 연

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세 가지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

용효과는 어떠한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지는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지는가?”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와 함께 그러한 고용효과를 낳은 구

체적인 조건을 법률의 내적 특성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법 연구를 통해 규

명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장애 정의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을 실

증분석을 위한 변수로 조작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의 특성 

외에도 체계적인 이론 검토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미

시적․거시적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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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고용효과

1.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 배경

   미국의 Rehabilitation Act of 1973(재활법)이나 캐나다의 1982년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캐나다권리자유헌장)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국제적 

시초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1990년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가 최초의 장애차별금지법으로 인정된다.3) 장애차별금

지법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방식’(American way)이라 불릴 정도로 장애 분야

의 일반적인 정책수단이 아니었다(Waddington, 1994). 하지만 1990대 중반 이후부

터, 특히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현재 장애차별금지법은 장

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정책수단의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장애차별금지법이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요

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운동의 영향이다. 

전통적인 장애 패러다임은 장애로 인한 문제가 개인에게 있고 장애를 우연히 일어난 

개인적 비극으로 이해하는 개인모델(individual model of disability) 혹은 장애의 원

인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기능적 한계에 있다고 보는 

의료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이었다(Oliver, 1996).4) 이는 장애인에 대한 미

시적 개입의 측면에서 의료전문가의 치료와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중시하는 재활모델

(rehabilitation model)로 연결된다. 또한 거시 정책적 측면에서는 의학적 기준으로 구

분된 장애인 집단에게 별도의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사회복

지모델(social welfare model of disability)로 구체화된다.

3) 미국의 Rehabilitation Act of 1973은 연방 수준의 공공부문(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 지원제
도의 수급자,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
다. 캐나다의 1982년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도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정부 활동에만 적용되며 캐나다 헌법의 일부로 실질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다.

4)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번역어 ‘개인적 모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대신 ‘개인모델’, ‘의료모델’, ‘사회모델’을 사용한다. ‘적(的)’은 일본어 번역투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의미가 통한다면 생략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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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97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적 장애 패러다임에 변

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약이 아

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편견이나 사회적 장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Oliver(1990) 등은 이를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로 정립하

였다.5)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의료전문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재활모델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조하는 자립생활모델(independent 

living model)이 확산되었다(DeJong, 1979). 사회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은 태동한 대륙

뿐 아니라 모델의 출발점, 핵심 가치, 정책과의 연계에서 상이점이 있으나, 미국과 영

국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을 이끌어낸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김진우, 2010).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애에 대한 공민권모델(civil rights model of disability)6)은 사회적

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한 공민권의 완전한 보장을 추구하며 사회복지모델에서 탈피하

여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한다(Waddington and Diller, 

2002). 이러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1990년대에 이르러 유럽 대륙까지 광

범위하게 확산되었다(Van Oorschot and Hvinden, 2000).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히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사회모델은 물론 미국의 

자립생활모델과 공민권모델 모두 장애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론적 개념이 함께 

정립되면서 장애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적인 성과물을 탄생시키는 효과가 배가됐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차별금지법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데에는 복지국가 축소 혹은 복지개혁

이라는 배경이 작용하였다. 1980년대 복지국가 위기 국면에서 실업급여, 공공부조, 

노령연금 등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이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급

여조건이 관대한 장애급여의 수급자가 증가하였다(Autor and Duggan, 2003; 

Duggan et al., 2007; Koning and van Vuuren, 2007; Rupp and Stapleton, 1995).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많은 복지국가에서 장애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조

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이러한 

5)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은 초기에 정치경제학적 설명에 초점을 둔 M. Oliver의 모델만으로 이해
되기도 하며, 이후 제기된 장애에 대한 문화적 설명, 손상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본 논문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상술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김진우(2007, 2010), 이동석(2004), 이지수(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 공민권모델은 1960년대 미국에서 여성과 흑인에 대한 모델로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장애 이
슈로 확대되었다(Waddington, 1994: 379). 마셜(T. H. Marshall)의 시민권론에 따르면 ‘civil 
rights’는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과 함께 시민권(citizenship rights)을 구성
하며 통상 ‘공민권’으로 번역된다. 유동철(2002) 등 일부 문헌은 ‘civil rights model’을 ‘시민권모
델’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민권모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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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정책적 흐름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화하는 활성화 정책, 그리고 장애의 주류화(mainstreaming)와 기회평등을 강조하는 

차별금지법이다(Van Oorschot and Hvinden, 2000: 294). 장애차별금지법은 초기에 

영미권 국가가 주로 채택하는 선택지였지만 활성화 정책과 함께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OECD, 2003, 2010).

   그런데 이러한 복지개혁이라는 배경은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나 장애운동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이나 자립생활모델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장

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

보장제도를 완전히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적 보장이 필요하며, 자립생활모델에 입각하면 서비스 자체보다는 서비스

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복지모델과 거

리를 둔 것은 사실이며 실제 미국 자립생활운동은 ADA 제정 과정에서 복지개혁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하였다. Bagenstos(2003a: 985)는 이것이 단순히 자립

생활운동 진영이 ADA 도입을 위해 정치권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운동 자체가 그에 부합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

다. 특히 ‘의존성(dependency) 탈피’와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것은 자립생활운동

의 자유주의적 이념을 극명히 보여준다(Bagenstos, 2003a: 986).

   셋째,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국제적 모델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

였다. 우선 미국의 ADA는 도입 이후 많은 국가들에게 자극을 주었으며, 장애인의 사

회통합 혹은 장애인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모델로서 미국 내에서보다 국제

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Bagenstos, 2003b; Degener and Quinn, 

2002). 또한 ADA와 함께 UN의 1993년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위한 표준규칙’도 법

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

는다(Degener, 2005; Degener and Quinn, 2002).7) ADA가 영미권 국가에 많은 영

향을 미쳤다면 유럽 국가들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규범은 

2000년에 제정된 EU의 고용평등지침(Employment Equality Directive)이다.8) 고용평

7) 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 
UN의 표준규칙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각종 조치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 특히 Rule 15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도입
을 규정하고 있다. Degener(2005)는 UN 표준규칙을 미국의 ADA와 더불어 장애차별금지법의 
세계적 견본(global template)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8)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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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침은 종교 및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침(Directive)은 EU법의 일부이며 

회원국은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고용평등지침은 ‘유럽공동체 

제13조 지침’(EC Article 13 Directive)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1999년 암스테르

담 조약에 따라 개정된 ‘유럽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EC) 제13조에 근거한 지침이기 때문이다.9) 암스테르담 조

약의 발효와 이에 따른 고용평등지침의 제정은 회원국의 사회정책에 대한 EU의 영향

력 확대를 보여준다.10) 고용평등지침 제정 이전에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세 국가

만이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EU 국가가 도입한 상태이다. 

또한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미국 ADA, UN 표준규칙, EU 고용평등지침,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 모

델 혹은 규범과 함께 차별금지 영역에서 국제기구의 영향력 확대는 1990년대와 2000

년대 장애차별금지법의 급속한 확산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이상과 같은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 배경을 살펴보면 복지개혁과 장애인의 노동시

장 통합이라는 정책 기조에서는 물론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도 장애차별

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애차

별금지법은 종종 새로운 방식의 고용확대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며(Bagenstos, 

2003b; Waddington, 1994), 대부분의 장애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가 핵심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EU 고용평등지침은 고용 영역에 국한하여 차별금지

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장애차별금지법을 초기에 도입한 국가

에서는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했다.

9)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개정된 ‘유럽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제13조는 성, 인종 및 민족 출
신, 종교 및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른바 ‘유럽공동체 제13조 지침’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는
데, 2000년 6월 인종평등지침(Racial Equality Directive)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에 고용평등지침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4년 12월에 재화 및 서비스 영역에 대해, 그리고 2006
년 7월에는 고용 영역에 대해 성차별지침(Sex Discrimination Directive)이 제정되었다. ‘유럽공
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제13조는 2003년 니스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
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9조로 개정되었다.

10) 장애정책 분야에서 회원국에 대한 EU의 영향력은 1990년대까지는 주로 노동시장정책에 집중
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평등권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Waldschmid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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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용효과 논쟁

   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Acemoglu and Angrist, 2001; 

DeLeire, 2000). Acemoglu and Angrist(2001)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비용의 관점에서 예측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채용비용을 감소시켜 고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때 채용비용은 장애구직

자가 채용을 거부당했을 때 발생할 잠재적인 소송비용이 되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비

용은 아니지만 장애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이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cemoglu and Angrist, 2001: 923). 반대로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해고할 때 

발생할 잠재적 소송비용인 해고비용의 상승과 장애구직자 및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

는 합리적 편의제공 비용으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동일임금 조항이 장애인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의 비자

발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Acemoglu and Angrist, 2001: 924).

   하지만 Acemoglu and Angrist(2001)의 이론적 논의는 노동수요의 측면만을 강조

하였으며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간과하였

다. Hotchkiss(2004: 888)에 따르면 장애차별금지법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비용을 낮추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편의를 제

공받은 장애인의 생산성이 증가하여 고용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상반된 효과들의 상대적인 크기와 다양한 법

률 조항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cemoglu and 

Angrist(2001)와 DeLeire(2000)는 합리적 편의제공 비용이 실제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예상하였으며, Hotchkiss(2004)는 장애인의 경제활

동 참여가 노동수요보다는 노동공급 요인에 영향을 주로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긍정

적인 고용효과를 예상하였다. 또한 Beegle and Stock(2003)은 실제 노동시장에서 채

용 단계보다는 해고 과정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해고비용의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영국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두 국가가 장애차별금지법을 조기에 도입하여 정책효과 분

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며, 두 국가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

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이유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AD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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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직후인 1990년대에 장애인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그 원인에 대한 논

쟁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모두 기대한 것과 달리 장애차

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장애차별금지법 무용론 내지 

고용악화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DeLeire(2000)와 Acemoglu and Angrist(2001)는 ADA가 1990년대 미국 장애인

의 고용률 악화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내리며 학문적, 정책적 논쟁을 촉발

시켰다. 이들이 사용한 분석방법은 준실험설계인 이중차감법(Difference-in- 

Difference Method)이었다. DeLeire(2000)는 1986년부터 1995년 사이에 ADA가 장

애남성의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애남성의 상대적인 고용률은 

ADA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임금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

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라 보았다

(DeLeire, 2000). Acemoglu and Angrist(2001) 역시 ADA의 전반적인 고용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DeLeire(2000)가 추론을 통해 장애인 소

득보장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주장한 반면 Acemoglu and Angrist(2001)는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ADA가 장애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 또한 합리적 편의제공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장애인의 임금 감소는 나타나지 

않아 동일임금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ADA의 부정적 고용효과에 

일조했음을 주장하였다(Acemoglu and Angrist, 2001).

   하지만 미국의 1990년대 장애인 고용 악화에 대해 ADA 책임론을 제기한 두 연

구결과는 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ADA 외에 다양한 원인이 제

기되었다. Burkhauser and Stapleton(2003)은 이러한 정책 논쟁을 ‘퍼즐 맞추기’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제기된 다양한 주장과 그 근거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 

악화에 대한 타당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장애의 중증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 둘째는 ADA의 시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 셋째는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같

은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 완화와 급여수준 확대로 장애인의 노동공급이 감소되었

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도 장애인 고용의 악화를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Burkhauser and Stapleton, 2003).

   DeLeire(2000), Acemoglu and Angrist(2001)에 대한 반박은 우선 이들이 사용한 

장애 변수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Kruse and Schur(2003)에 의하면 

DeLeire(2000)의 연구와 같이 전반적인 근로제약(work-limited) 장애인의 고용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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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였지만 근로제약이 있지만 근로가 가능하다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ADA 시행 이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outenville and Burkhauser(2004)

는 Acemoglu and Angrist(2001)가 사용한 것보다 장기적인 장애 개념을 사용하였는

데 이것이 ADA가 규정한 장애 개념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고용은 ADA 시행 이후가 아니라 SSDI와 SSI의 수급범위가 확대된 1980년 중반부터 

이미 감소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ADA 시행 직후인 1992년에는 고용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11) 결국 이들 연구는 앞선 연구가 사용한 이론적 모델의 유용성은 인정

하면서도 ADA 규정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장애 변수의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감소는 ADA가 아니라 장애의 중증화(Kruse and 

Schur, 2003)나 소득보장제도의 수급범위 확대(Houtenville and Burkhauser, 2004)와 

같은 다른 요인에 있다고 보았다. Hotchkiss(2004)는 이러한 장애의 정의 문제를 다

소 다른 방식으로 제기하였는데, ADA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이 감소한 것은 실제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새롭게 분류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완화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DeLeire(2000), Acemoglu and Angrist(2001)의 연구는 노동시장 참여의 선택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고 이를 통제할 경우 실제로 장애인의 고용은 감소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Hotchkiss, 2004).

   장애 변수의 문제와 함께 분석 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Moon et al. 

(2003)는 이전 연구들이 ADA의 적용대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경

제활동인구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전 연구와 달리 패널고정효과모형(Panel 

Fixed-effects Model)을 적용한 결과,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정적인 고용효

과가 나타났지만 경제활동인구로 제한한 경우에는 1994년 ADA의 적용대상이 확대된 

이후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Donohue III et al.(2011)의 분석에서도 전체 표

본에서는 ADA가 부적 고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로 제한할 경우

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Kruse and Schur(2003)가 분석대

상을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최소한 ADA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고 근로능력을 갖춘 장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Beegle and Stock(2003)과 Jolls and Prescott(2004)는 ADA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의 영향을 포착하는데 주력했다. 이들은 이전 연구들이 ADA의 전체적인 

11) Bound and Waidmann(2002)은 ADA 도입과 같은 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실
증분석 결과 1990년대 장애인 고용 하락의 대부분은 SSDI 수급자 증가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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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합리적 편의제공 비용과 해고비용의 영

향을 분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을 선택할 때 채용비

용과 해고비용이 일종의 심리적 기대비용인 것과 달리 합리적 편의제공 비용은 즉각

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보다 중시할 수 있다.12) 방법론적 차

원에서 이들이 주목한 점은 연방법인 ADA 시행 이전에도 장애차별금지법이 각 주

(州)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했던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구분하고, 시행한 주를 다시 ADA와 유사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했던 주와 그렇지 않은 주로 구분하여 삼중차감법(Difference-in-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Beegle and Stock(2003)

은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임금과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소시켰지만 고용률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도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결론을 내렸다.13) 이에 반해 Jolls and Prescott(2004)는 ADA 제정 직후의 장애

인 고용 감소는 주로 합리적 편의제공 비용의 영향이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도 ADA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전반

적인 평가를 확실히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합리적 편의제공의 영향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Jolls and Prescott(2004)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Jolls and Prescott(2004)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ADA 제정 이후 단기간에만 지속된다는 것을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합리적 편의제공은 대부분 일회성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단기

간에 그칠 수 있다. 또한 ADA가 제정(1990년 7월)되고 시행(1992년 7월)되기까지 

합리적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지 않은 2년 동안은 기업이 향후 예상되는 비용을 우려해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 있다. 반면 ADA가 시행된 1992년 7월이나 적용 대상이 확대

12) 합리적 편의제공의 비용이 실제로는 과도하지 않다는 조사가 있다(Blanck, 1996; Hendricks et 
al., 2005; JAN, 2013). Hendriks et al.(2005)에 의하면 편의를 제공받은 장애인 중 72.0%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으며, 22.9%는 일회성 비용이 들었는데 중위값은 $400로 나타났다. 또한 
JAN(2013)의 조사에서도 사업주의 58%가 편의제공에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았고, 36%는 일
회성 비용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측정의 문제와 표본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증
거에 무게를 두기 힘들고(Stein, 2000; DeLeire, 2000), 법적 의무로 규정된 합리적 편의 중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항목들이 있으며(Jolls and Prescott, 2004), 만약 평균적인 비용이 적게 
들더라도 기업은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회피할 것이기 때문
에(DeLeire, 2000)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13) Beegle and Stock(2003)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Jolls and Prescott(2004)는 그들의 연구가 제도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아 일종의 변수누락 편의(omitted-variables bias)를 범했고, 각 주의 장애
차별금지법을 정교하게 분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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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994년 7월 이후에는 장애인이 ADA의 보호 아래 인적자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기술 발전과 법적 소송을 통한 정제(refinement)

로 합리적 편의제공의 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Jolls and Prescott, 2004: 19). 편의제공이 장애인의 고용유

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강동욱, 이혁구, 2008; 이지수, 서정희, 

2014; Sims, 2003)도 이러한 Jolls and Prescott(2004)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1995년 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장애차별법)를 제정한 영국에서도 

DeLeire(2000), Acemoglu and Angrist(2001)의 모형에 기반을 둔 연구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되는데 대부분 미국과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Pope and 

Bambra(2005)는 DDA 시행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가 오히려 증가했

다고 결론내리며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법보다는 근로복귀나 직업재활 프

로그램이 더 효과적인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Bell and Heitmueller(2009)도 DDA 시

행 직후 장애인 고용이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전반적인 고

용 수준이 증가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격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상쇄했다고 보았다. Jones and Jones(2008), Jones(2009)

는 DDA가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에 착안하여 보다 정교한 모형을 

설계하였다.14) Jones and Jones(2008)는 DDA 시행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률과 임금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DDA의 영향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2004년 소기업 적용 제외가 폐지된 이후에 고용 효과가 소기업에 집중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고용 증가는 DDA 때문이 아닌 일반적인 경향이었다는 것이다

(Jones and Jones, 2008). Jones(2009)도 Bell and Heitmueller(2009)와 다른 시기, 

다른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DDA가 장애인의 고용 증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증

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정 기간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Jones and Jones(2008)와 같이 소기업 적용 제외 폐지에 따른 영향도 분석하였

지만 주요 결과를 강화하는 결론을 내릴 뿐이었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과 달리 아직까지 고용효과에 대

한 실증분석이나 정책논쟁이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장애인차별금지

14) DDA는 1995년에 제정되어 1996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20인 미만 사업체는 적
용이 제외되었다가 1998년 12월부터 15인 이상 사업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2004년 12
월부터는 적용 제외가 완전 폐지되어 모든 사업체가 적용 대상이 되었다(Jones and Jones, 
2008: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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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의 축적이 부족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의 연구로 오욱찬(2015)이 미국, 영국 선행연구의 실증

분석 틀을 활용하여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평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욱찬(2015: 67)은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 사법적 구속력이 미약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한 탓이 크다고 보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로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앞의 연구들이 장애차별금지법의 노동시장 효과를 준실험설계를 통해 검증한 

것과 달리 오하카-블라인더 분해법(Oaxaca-Blinder Decomposition)으로 노동시장 

차별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고용차별이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15) Choe(2013)는 미국 ADA 도입 전후 장애인-비장애인의 고

용확률 격차를 분해하였는데, 차별로 인한 격차의 절대적 크기는 증가하였지만 총 격

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아 ADA가 고용차별 해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았다. 영국에서는 Jones(2006)가 자료의 한계로 인해 DDA 시행 이후의 

고용차별 변화만을 분석하였는데, 고용확률의 총 격차는 물론 차별로 인한 격차도 다

소 감소하여 DDA와 합리적 편의제공의 효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하였다.16) 한국에서

도 오욱찬(2013)이 유사한 분석을 하였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로 인한 

고용확률 격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연도별로 등락이 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격차분해법은 본격적인 정책효과 평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선 정책효과 실증분석 연구들에 대한 보조적 설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과 영국 등의 연구 동향을 종합할 때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Bagenstos(2004)는 2000년대 초중반 미국에

서 전개된 ADA의 고용효과 논쟁에 대해 ADA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낳았

다는 주장도, 그러한 연구가 적절한 자료나 장애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모두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소한 아직까지 미국과 

15) 이 방법은 주로 임금, 고용과 같은 노동시장 격차를 생산성으로 인한 격차와 차별로 인한 격차
로 분해하는데 사용되며, Oaxaca-Blinder(1973)가 제안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많은 
발전과정을 거쳤다.

16) Jones(2006: 37)는 이러한 현상이 DDA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도입된 장애인세금공제제도
(Disabled Person’s Tax Credit)나 장애인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과 같은 장애정책
의 영향이거나 장애인이 경기순환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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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매우 부족한 것 또

한 사실이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쟁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만 향후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검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

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의 범위에 따라 고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분석대상을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으로 제한할 때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ADA가 포괄하는 장애

인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지만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이를 노동비용의 요소로만 간주하였다. 하지만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로 인한 노동비용은 초기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유지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이 아

니라 그러한 의무의 범위와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고려한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차별금지법 외에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차별금지법도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감소 효과는 미국 ADA의 고용효과 

논쟁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책적 관심사이다. 따라서 다

음 절에서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제2절  장애차별금지법의 다양성

   199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의 장애정책은 돌봄에서 고용촉진으로, 분리주의에

서 통합주의로, 복지에서 공민권으로의 이행이라는 공통된 경향을 보였으며 장애차별

금지법의 확산은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Bagenstos, 2003b: 650). 

UN 표준규칙과 미국의 ADA가 서유럽 국가들에게 모델이 되면서 유럽 사회에서 장

애정책이 수렴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기도 하였다(Van Oorschot and Hvinden, 

2000). 더구나 EU 고용평등지침의 제정은 개별 국가의 법규에 국제기구가 직접적으

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형식적 측면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국제적 수렴을 의미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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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변화추세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모델이 되었던 ADA의 미국

식 규범이 다른 국가에 그대로 수입된 것은 아니며 국가마다 복잡한 적응과정과 문화

변용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Bagenstos, 2003b; Heyer, 2002). 

또한 고용평등지침은 다른 EU 지침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지에 

대한 회원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발

생할 수밖에 없다(Waddington, 2005: 110).17) 장애차별금지법이라는 수단의 국제적 

확산이 장애정책에서의 형식적 통일성을 높였지만 내용적 다양성은 상당한 정도로 존

재하는 것이다. 장애법 연구자들은 이러한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용적 다양성에 주목하

였으며 내용적 특성에 따른 장애차별금지법의 효과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애차별금지법의 다양성 중 ‘장애의 정의’와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요소가 선행연구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장애의 정의는 차별금지법이 포괄하는 대상의 범위를 결정

하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적극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Waddington and Lawson, 

2009: 14). 둘째, 장애의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다른 요소에 비해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 요소 외에도 장애차별금지법의 효과를 결정할 수 있

는 요소로는 차별행위의 범위(혹은 차별의 정의), 처벌규정, 평등기구18)의 역할 등이 

있는데 이는 국가별 사법체계와 법적 전통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국

가별 비교에 어려움이 많다.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의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다른 차별금지법에 나타나지 않고 많은 국가에서 미국 ADA, EU 고용평등지침, UN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해 수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셋째,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이들 요소 외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을 국가

별로 비교할 수 있는 축적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EU 고용평등지침은 회원국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때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는 점에서 기본틀고용지침(Framework Employment Directive)이라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회원
국들이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서 지침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보호
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Waddington, 2005: 133).

18) 차별금지법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법원 외에 차별행위를 조사, 중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독
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수반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평등기구(equality body)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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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정의

 1) 국제규범에서의 장애 정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는 차별의 피해자가 법에 따른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문지기(gatekeeper)와 같은 역할을 한다(Bagenstos, 

2003b: 656). 따라서 장애 정의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

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정

책에 나타난 장애 정의를 비교분석한 Mabbett(2003)의 연구에서 잘 드러나듯이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법적 장애 정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장애

차별금지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차별금지의 맥락에서 장애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한 정

의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시한 장애 정의는 많은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의 첫 번째 인권조약으로 장애정책에서 가

장 중요한 국제적 규범으로 평가받는다(Flynn, 2011: 1).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조에

서 ‘장애인’을 정의하였는데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

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전문

(preamble) (e)항에서는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

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고 선언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를 

손상과 환경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이해한 것은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장기간’의 손상으로 제한한 것은 장애 개념의 과도한 확

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Kayess and French, 2008: 

23-24).

   유럽 국가에게는 UN 장애인권리협약보다 EU 고용평등지침이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평등지침은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

을 위한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장애인권리협약보다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EU에서 지침은 사인들에게는 직접적 효력이 없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

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원은 국내법을 최대한 지침에 맞게 해석할 의무

를 가지고 있다(심재진, 2009: 37, 2010: 295). 하지만 EU 고용평등지침은 차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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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제시한 종교 및 신념, 연령, 성적 지향은 물론 장애에 대해서도 정의를 제시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개별 회원국은 장애차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용평등지침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장애 정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EU의 사법부

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에 고용평등지침에서의 장애 정의에 대한 사전질의(preliminary question)19)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대표적인 네 가지 판례가 존재

하며, 이 판례들에 의한 장애 정의는 EU 회원국의 국내법 혹은 국내 법원의 해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는 2006년 Chacón Navas v. Eurest Colectividades SA(이하 ‘Chacón 

Navas’)20) 사건으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최초로 고용평등지침

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를 제시하였다. 판결문에 의하면 장애는 “특히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으로 초래된, 그리고 직업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제약”으

로 정의되었다(Paragraph 43). 또한 장애와 질병(sickness)은 다르며(Paragraph 44), 

특정 제약이 장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

하였다(Paragraph 45). 두 번째는 2008년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이하 ‘Coleman’)21) 사건으로 여기서 쟁점이 된 사항은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본 

19)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그 중 하나가 회원국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EU법에 대한 해석이나 
타당성에 대한 사전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리는 것이다. 사전질의는 회원국이 유럽연합사
법재판소에 사전판결을 요청하면서 제출하는 질의를 의미한다.

20)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11 July 2006, Case C-13/05, Sonia 
Chacón Navas v. Eurest Colectividades SA, ECR I-06467. 이 사건에서 스페인 여성 Chacón 
Navas는 질병으로 인해 8개월의 상병휴가를 사용한 후 해고되었다. 회사는 보상을 제안하였으
나 Chacón Navas는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스페인 국
내법원은 소송절차를 보류하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두 가지 질의를 회부하였다. 첫 번째 질의
는 고용평등지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에 근로자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
는 것이 보호범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의는 만약 질병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
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평등지침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속성에 질병이 추가될 수 있는가 하
는 것이다.

21)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17 July 2008, Case C-303/06,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ECR I-05603. 이 사건에서 영국 여성 Coleman은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주양육자였다. Coleman은 모성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이전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거부당했고, 유연근무시간제도 거부당했으며,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
을 때 ‘게으르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청한 공식적인 고충처리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철회를 강요받았으며, 자신과 자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자녀의 상태
와 관련된 문제로 종종 지각을 했을 때는 해고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처우는 비장애 자녀를 둔 
동료 근로자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았다. Coleman은 자발적 정리해고를 받아들였으나 부당해고와 
다른 동료 근로자에 비해 덜 우호적인 처우에 대해 영국 고용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소송절차를 보류하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네 가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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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우 장애아동의 모)도 고용평등지침의 보호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유

럽연합사법재판소는 고용평등지침에서 평등처우의 원칙은 특정 범주에 속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보호 속성과 관련된 경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Paragraph 38). 이는 이른바 ‘연계차별’(associated discrimination)을 인정한 것으로 

지침의 적용을 장애인 본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지침의 효과를 저해하고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였다.

   2006년 Chacón Navas 판례에서 장애를 직업생활에서의 제약으로 정의하고 질병

과 구분한 것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지지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제

약의 원인을 손상으로 규정한 것은 의료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

다(Cantor, 2009; Hosking, 2007; Waddington, 2007a; Waddington and Lawson, 

2009). 다만 2008년 Coleman 판례는 고용평등지침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연계차별을 포함하여 장애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Karagiorgi, 2014; Waddington, 2009).

    Chacón Navas 판결 이후 한동안 고용평등지침에서의 장애 정의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2013년 HK Danmark(Ring and Skouboe Werge) v. Dansk 

almennyttigt Boligselskab and Dansk Arbejdsgiverforening(이하 ‘Ring and Skouboe 

Werge’)22) 사건에 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고용평등지침에서의 장애 정

의를 회부하였다. 첫째, 장애차별의 맥락에서 고용평등지침이 직접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장애인 
자신만을 보호하는가? 둘째,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라면 고용평등지침은 자신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덜 우호적으로 처우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근
로자를 보호하는가? 셋째, 만약 고용주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어떤 근로자를 덜 우호적으로 처
우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처우의 이유가 해당 근로자가 주양육자인 장애인 자녀를 두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처우는 고용평등지침의 평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는 직접차별인
가? 넷째, 고용주가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 그리고 그러한 처우의 이유가 해당 근로자가 주양육
자인 장애인 자녀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괴롭힘은 고용평등지침의 평
등처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가?

22)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11 April 2013, Joined Cases C-335/11 
and C-337/11, HK Danmark, acting on behalf of Jette Ring v. Dansk almennyttigt 
Boligselskab and HK Danmark, acting on behalf of Lone Skouboe Werge v. Dansk 
Arbejdsgiverforening, acting on behalf of Pro Display A/S, not yet published. 이 사건에서 
덴마크 여성 Ring은 치료가 불가능한 요추통증으로 몇 차례 상병휴가를 사용한 후 해고되었으
며, Skouboe Werge는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손상으로 시간제와 전일제 상병휴가를 사용한 후 
해고되었다. 노동조합 HK가 두 원고를 대신하여 덴마크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였
으며, 두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용주는 고용평등지침의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근로시
간 단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K는 또한 원고의 상병휴가가 장애로 인한 것이기 때
문에 덴마크 고용관계법에 따른 축소된 공지기간을 거친 해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덴마크 국내법원은 소송절차를 보류하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네 가지 질의를 회부하였다. 첫
째,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으로 인해 Chacón Navas 판결에서 제시한 지속기간을 충족하
는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된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평등지침의 의미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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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Ring and Skouboe Werge 판결

에서 고용평등지침의 장애 정의는 EU가 2010년 12월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Paragraph 32). 이에 따라 장애 개념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기반에서 직업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특히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으로 초

래된, 그리고 직업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제약”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Paragraph 38),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은 ‘장기

적’이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Paragraph 39). 또한 “질병(illness)이 그러한 제약을 

수반한다면 장애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Paragraph 41). 또한 2014년 

Kaltoft v. Kommunernes Landsforening(이하 ‘Kaltoft’)23)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유

럽연합사법재판소는 “비만은 필연적으로 Ring and Skouboe Werge 판결에서 언급한 

제약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장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

만”(Paragraph 58), “근로자의 비만이 그러한 제약을 수반한다면 고용평등지침의 의

장애 개념에 포괄되는가? 의료적으로 진단된 치료불가능한 질병에 의한 상태는 장애 개념에 포
괄되는가? 의료적으로 진단된 일시적인 질병에 의한 상태는 장애 개념에 포괄되는가? 둘째, 특
별한 보조의 필요를 수반하지 않지만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영구적인 기능능력의 감소는 장애
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셋째,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평등지침 제5조에 포괄되는 조치인가? 넷째, 
고용평등지침 내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병휴가가 장애로 인한 것이
거나 특정 상황에서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고용주가 이
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일 때, 연속 12개월 내에 총 120일 동안 상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축소된 공지기간 후에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국내법의 조항은 고용평등지침에 의해 무효화되는
가?

23)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18 December 2014, Case C-354/13, Fag 
og Arbejde (FOA), acting on behalf of Karsten Kaltoft v. Kommunernes Landsforening 
(KL), acting on behalf of the Municipality of Billund, not yet published. 이 사건에서 덴마크 
남성 Kaltoft는 기간제 아이돌보미로 지방정부에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약 15년간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Kaltoft의 비만이 문제가 되었는데, Kaltoft는 체중감량을 시도했고 
지방정부는 내부 보건정책에 의해 운동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였다. 이후 Kaltoft가 가족문제로 
1년간 휴직한 후 복귀했을 때 아이돌보미 관리자가 몇 차례 방문하여 그의 체중이 감소하지 않
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Kaltoft는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청문절차에서 해고 사유를 물었을 
때 그의 비만이 언급되었다. 지방정부는 해고통지서에서 Kaltoft의 돌봄아동 수 부족을 해고 사
유로 제시하였으며, Kaltoft는 그의 해고가 비만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
다. Kaltoft의 대리인 FOA는 비만을 기반으로 한 차별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덴마크 국내법원
은 소송절차를 보류하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네 가지 질의를 회부하였다. 첫째, 예를 들어 기
본권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에 표현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혹은 특별히 공공부문 고용주가 
노동시장에서 비만을 사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 EU법에 배치되는가? 둘째, EU에 비만을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가 있다면, 이것이 덴마크 시민과 그의 고용주인 공공당국 사이에 직접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가? 셋째, EU법이 노동시장에서 비만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면 차별에 대한 
판단에서 입증책임이 공유되는가? 넷째, 비만이 고용평등지침 하의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개인의 비만이 특별히 장애로 인정되기 위한 평가에서 어떠한 기준이 결정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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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내에서 장애의 개념에 포괄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Paragraph 59).

   Ring and Skouboe Werge와 Kaltoft 판결에서의 장애 정의가 기존 Chacón 

Navas 판결에서의 장애 정의와 가장 다른 점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했

다는 것인데, Waddington(2013: 21)은 이를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장애에 대한 사회

모델을 명시적으로 포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

를 EU법 내에 통합함으로써 국제적 규범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질병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질병이 장애와 다르다는 구분에서 더 나아가 질병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의 하나이며 장애의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질병은 

그것이 비만이라 하더라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국제규범에 의해 확립된 이러한 장애 정의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

나 EU 회원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규범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개별 국가의 재량도 상당히 인정되기 때문에 각국의 장

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과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

   개별 국가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와 관

련하여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차별금지법의 이념인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장애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차별금지법에 사회모델을 반영하는 장애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장애를 손상과 같은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하는 의료모델과 달

리 사회모델은 장애를 물리적 장벽, 사회적 제약과 같은 개인 외부의 특성으로 정의

하며, 장애차별금지법은 그러한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제약, 즉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런데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사회모델에 따라 장애를 사회적 장벽으로 정의

하게 되면 법이 권리구제를 위해 개입해야 할 대상을 상실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남찬섭, 2009: 166). 이는 개념적으로 ‘장애’=‘사회적 장벽’=‘차별’의 등식이 성

립되기 때문이다.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을 통합한 것으로 평가받는 세계보건기구

(WHO, 2001)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도 장애차별금지법에 적절한 장애 정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ICF는 장애를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는데, 장애를 차별의 결

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로 사용했을 때 동일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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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한다(Degener, 2004: 6). 결국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차별의 결과로 정

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금지된 행위인 차별에 대한 정의와 누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장애 정의를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장애의 정의는 어떠해

야 하는가? 사회모델이 실제 사회정책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장애 정의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장애를 의료적 특징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항상 손상 혹은 만성질환과 같은 개인적 특

징과 관련된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가 손

상을 언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모델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Degener, 2004: 6).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이 사회복지법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이 제공하는 급여는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

며, 동시에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장애 범주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Waddington and Diller, 2002). 하지만 평등처우는 권리를 기반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차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제공되

어야 한다(Degener, 2004: 5). 따라서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는 최대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모델의 이념을 명목적으로 반영하는 장애 정의는 차별금지법에서 그러

한 모순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 빈번히 나타나며 국제규범

에 제시된 장애 정의도 그러한 모순에서 자유롭지 않다.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유럽

연합사법재판소 판례에 제시된 장애 정의는 손상, 활동 및 참여에서의 제약,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은 

‘손상으로 인한 활동과 참여의 제약’ 혹은 ‘활동과 참여의 제약을 초래하는 손상’과 

같이 표현되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손상이 활동․참여 제약을 초래하는 조건으

로 설명된다. 이는 [그림 2-1]과 같이 ICF 모델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요약하여 표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장애라는 현상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

나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로 사용될 때에는 개인이 각 요소를 충족하는지를 확

인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정의에서 

개인이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그러한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나 사회참여의 

제한을 경험해야 한다. 모든 손상이 활동‧참여 제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이는 명백하게 장애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손상과 활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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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약을 동시에 제시할 경우 장애를 ‘활동‧참여 제약을 초래하는 손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손상으로 인한 활동‧참여 제약’으로 표현할 수도 한다. 두 가지 표현방식

은 장애를 궁극적으로 ‘손상’으로 보는가, 혹은 ‘활동‧참여 제약’으로 보는가 하는 것

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건 현실에서는 

결국 장애는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의 교집합으로 간주되므로 결과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는 어떠한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에 제시된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라는 표현은 분명 장애를 사회모델의 이념

에 따라 개념화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Kayess and French, 2008: 24). 하지만 이

는 손상이 활동‧참여 제약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손상, 활동‧참
여 제약에 더해 차별금지법에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요소로 간

주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상이 활동‧참여 제약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다양한 장

ICF 요소들 사이의 관계(WHO, 2001: 18)

건강상태
(질병)

활동
신체기능
및 구조

참여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차별금지법 장애 정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

손상
(건강상태, 신체기능 및 구조)

환경적 요인

활동제약, 참여제한
(활동, 참여)

상호작용

[그림 2-1] ICF와 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요소들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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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라는 조건 없이 손상이 활동‧참여 제약을 유발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손

상과 활동‧참여 제약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존재가 없어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상적으로는 손상에 대한 모든 사회적 장벽이 제거된다면 일상적 활동이나 사회적 참

여에 대한 제한이 없어질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

용’ 요소는 ‘활동․참여 제약’ 요소보다 장애의 범위를 축소하는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

기도 가능하다. Degener(2004: 10)가 지적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

는 것이 장애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가정을 형성할 위험이 있어 오히려 장애를 정의

하지 않는 것이 사회모델의 이념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Hendriks(2002)는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하

는 모든 국가가 장애 정의에서 경계(demarcation)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부

정적이고 배타적 용어인 ‘장애’ 대신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역량’(capability)이라는 용

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집단은 물론 다수집단도 평등하게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대칭적(symmetric) 접근

을 채택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24) 대칭적 접근을 채택하는 차별금지법에서는 차

별의 사유가 되는 속성을 정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차별

금지법은 다른 차별금지법과 달리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보호하는 비대칭적

(asymmetric)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

다(Degener, 2004; Waddington, 2005). 실제로 ‘차별’(discrimination) 대신 ‘구

별’(differentiation 혹은 distin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예외적으로 비대칭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는 네덜란드의 장애차별금지법도 장애를 간접적으로 정의

하고 있다. 더구나 Degener(2004: 10)는 Hendriks(2002)가 제안한 ‘역량’이라는 용어

가 중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역량’과 무관한 장애차별도 있다고 반박하였다.

   Woodhams and Corby(2003) 역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지 않고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별적이고 사후적(reactive)

으로 작동하는 차별구제 방식을 집단적이고 사전적(proactive)인 방식의 적극적 평등

24)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칭적 접근을 채택하는 성차별금지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남
성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며, 인종차별금지법은 소수인종(유색인종)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인종도 보호한다. 반면에 비대칭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
는 이유,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 장애인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Waddington, 200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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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장애차별을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게 하고 차별구제 당사자의 장애 판단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할 것이

라 주장하였다(Woodhams and Corby, 2003).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별적이고 사후적

인 차별구제 방식이 장애차별금지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대표적으로 개별적이고 사후적인 방식으로 

다뤄지며, 집단적 접근을 취하는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도 사후적으로 불균

등한 영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Waddington and Lawson, 2009).

   따라서 최소한 아직까지 Hendriks(2002)나 Woodhams and Corby(2003)의 주장

과 같은 이유에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지 않은 국가는 없으며, 장애 정

의의 부재는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특히 Waddington and Lawson(2009: 19)은 장애차별금지법에 장애 정의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법에서의 장애 정의를 준용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였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사회보장법과 차별금지법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법의 장애 정의는 차별금지법보다 협소하므로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의 효과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장애 정의의 포괄성에 대한 평가 기준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개별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비교법 연구로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

의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 Degener(2004)의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에

서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장애 정의의 기준을 제시한 거의 유일한 연구로 평가

된다. Degener(2004)가 제시한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장애 정의는 결과적으로 

최대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장애 정의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모델의 

이념을 명목적으로 반영하는 장애 정의가 현실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Degener(2004)가 제시한 기준은 사회모델을 직접적

으로 반영하는 장애 정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

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서는 Degener(2004)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 정

의의 포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네 가지로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구성하는 요소로 활동․참여 제약을 제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애 개념이 협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ADA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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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DA는 이러한 방식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는데, 이는 일상

생활 활동이나 사회참여에서의 제약 혹은 무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애차별금지법

이 회피하고자 하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genstos, 2003b; Degener, 2004). 이러한 정의에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지만 활동․참여 제약이 없는 사람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활동․참여 제약이 전혀 없는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도 단순한 편견이나 악의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자신이 특정 직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모순적 접근은 법의 적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Waddington and Lawson, 2009: 21).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한 소송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피고(고용주)에게 유리한 결과가 압도

적으로 많았는데, 상당수는 원고(장애인)가 장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다

(Colker, 1999, 2001; Konur, 2007; Lee, 2001, 2003).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ADA 시행 이후의 상황은 고용주의 ‘횡재’(windfall)라 불리기도 했고(Colker, 1999), 

ADA가 법률에 장애인의 규모를 4천 3백만 명이라 서술한 것은 ‘신화’(myth)에 가깝

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Colker, 2007).

   이러한 방식이 손상의 영향을 평가하는 접근법이라면, 반대로 활동․참여 제약의 요

소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손상의 영향을 가정하지 않는 것이 협소한 장애 정의를 회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Degener, 2004). 이러한 정의는 대표적으로 호주, 아일랜

드 등의 장애차별금지법에 나타나는데 장애 정의에서 손상 이외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Bagenstos(2003b)는 이러한 방식의 정의가 법원이 장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하는 것보다 차별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

가 손상을 언급했기 때문에 의료모델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떠한 형태의 

장애 정의도 손상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Degener(2004: 6)에 따르면 장애차별의 근원이 되는 모든 편견, 낙인, 무시는 항상 

손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가 손상을 언급하는 것이 반드시 의

료모델을 영속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장애를 활동․참여의 제약이

나 무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다.

   둘째, 장애를 정의할 때 손상의 정도나 활동․참여 제약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로 한

정하는 경우 장애 개념이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ADA에서 ‘상당한 제

약’(substantial limit), 영국 DDA에서 ‘상당한 악영향’(substantial adverse effec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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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은 이른바 ‘진정장애인’(truly disabled)에 부합하

지 않는 많은 장애인을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Degener, 2004). 이러한 협소한 정의는 중증의 장애인만이 차별금지의 필요가 있다

고 가정하거나, 장애차별이 특정 수준 이상의 손상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가정을 하

는 것과 같다. 이는 장애차별의 원인을 개인 내에서 찾는 것으로 명백히 의료모델을 

지지한다(Degener, 2004). 더구나 ADA의 ‘상당한 제약’이라는 표현이 손상에 대한 

사회의 반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를 의료적 진단

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Bagenstos, 

2003b; Burgdorf, 1997). 이렇게 손상의 정도나 활동․참여 제약의 정도가 심각한 경

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존재뿐만 아니라 장애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더해져 법률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Mansfield and 

Bowers, 2003).

   셋째, 손상이나 활동․참여 제약의 지속기간을 명시하거나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는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장애 개념이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

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일시장애(temporary disability)를 법률의 적용 대

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DDA는 최소 12개월간, 스웨덴의 장

애차별금지법은 영구적으로 손상이나 제약이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두 번

째 판단기준인 손상이나 활동․참여 제약의 정도를 심각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진정장애인’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 ADA에서 장애의 지속기간 조건은 

‘상당한 제약’을 판단하는 하위요소로 간주되는데, 판례에서 드러나듯이 어느 정도의 

지속기간을 장애의 조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다(Burgdorf, 

1997). 따라서 지속기간의 조건 역시 장애 판단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법률의 적용대

상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현재 장애 혹은 손상을 가진 사람(현재장애) 이외에 과거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과거장애), 미래에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미래장애),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간주장애), 장애인과 관련(연계)된 사람까지 차별금지의 대상으

로 정의하는 경우 장애 개념이 광범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장애인 이외에 장

애 관련 차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장애 개념에 확고한 기반을 두기 때문에 사회모델의 이념을 지

지한다(Degener, 2004).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기반 차별’(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

미이다. 단순한 손상의 존재만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것에 더해 과거, 미래, 간주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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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호주와 아일랜드의 장애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Bagenstos, 2003b; Degener, 2004).

   장애 정의가 포괄적일수록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넓어지며 결과적으로 전

체적인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이를 고용효과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1)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개념

   전통적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차별의 유형으로는 직접차별과 간접

차별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은 여기에 더해 고용주로 하여금 장

애인이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것을 제약하는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고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기도 한

다. 이러한 소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다른 차별금지법과 달리 장애차별금지법에

만 주로 나타나는 독특한 의무이다(심재진, 2013; 이소영, 2009; 조임영, 2010).25)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개인의 손상과 물리적․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통

적인 방식으로는 특정 기능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는 인식에 기초한다(Waddington, 2007b: 631). 전통적인 차별금지에서는 장애를 가

진 사람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해야 함을 강조했다면,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는 그러한 동일한 대우가 불이익의 결과를 낳을 경우에는 장애를 가

진 사람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제

거하도록 하는 것이다(Lawson, 2008: 1-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평등 개념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평등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고, 다른 것은 그 다름에 비례해서 다르게 취급

되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로 받아들여졌다(Waddington and Diller, 

2002: 406). 이러한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은 유사한 상황에서 덜 우호적인 

처우를 할 때 발생하는 직접차별의 개념에 반영된다. 하지만 형식적 평등은 개인의 

25) 엄격히 말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들어서는 종교 및 
신념, 인종 및 민족 출신, 연령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Bribosia and Rorive, 2013; 
Chopin and Germai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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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를 무시하며, 이로 인해 기회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 개념이 등장하였다. 간접차별은 이러한 

실질적 평등 개념이 반영된 차별형태로 간주된다(Barnard and Hepple, 2000). 예를 

들어 EU 고용평등지침은 “간접차별은 명백히 중립적인 규정, 기준, 관행이 특정 속성

을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정 불이익의 상황에 놓이게 할 때 발생한

다.”고 규정한다(Article 2(2)(b)). 간접차별과 함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평등의 

개념과 연계하는 것은 평등을 실질적 평등의 의미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Waddington and Diller, 2002: 427).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1972년 미국의 Civil Rights Acts of 1964(공민권법)가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편의와 관련하여 처음 나타났으나 매우 제

한적으로 해석되어 최소한의 의무만이 부과되었다(Lawson, 2008: 5).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역시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Rehabilitation Act of 1973(재활

법)에 의해 연방정부에만 적용이 되다가 1990년 ADA(미국장애인법) 제정으로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차별금지법에서도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가 나타났으며, 2000년 EU 고용평등지침과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면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정착되었다.

   EU 고용평등지침은 “장애인과 관련된 평등처우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고용주가 특정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치가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한, 장애인이 고용에 접근, 참여, 

승진하거나 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Article 5). 이와 유사하게 UN 장애인권리협약도 합리적 편

의제공을 “특정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

과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으로 정의하였다(Article 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그것을 제외하면 장애차별금지법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이라 할 정도로 장애차별금지법의 핵심 요소로 언급되곤 한다(Diller, 2000: 31; 

Lawson, 2008: 6-7; Schwab and Willborn, 2003: 1201).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이고 그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규정이나 해석에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기도 한다(조임영, 2010; Waddington, 2004, 2008). 대표적인 것이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접근성(accessibility) 의무의 관계이다. 접근성은 UN 장애인권

리협약에서 일반원칙 중의 하나로 제시될 정도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성에 대한 해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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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을 제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호에서 평등의 개념이 형식적 평

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접근성 또한 평등의 개념에 포괄되며 접

근의 거부는 차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이는 접근성 의무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성

격이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통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는 합리적 편의제공과 내

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첩된다.

구분 접근성 의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대상 집단적 개인적

시기 사전적(예상적) 사후적(반응적)

조건 무조건적 의무 조건부 의무(과도한 부담이 없을 경우)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4), Lawson(2008, 2010), 
Waddington and Lawson(2009)을 토대로 정리

〈표 2-1〉 접근성 의무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비교

   하지만 최근 들어 학술적으로는 물론 국제규범에서도 두 개념은 점차 구분되고 있

는데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의 성격,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의무에 부과되는 조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접근성 의무는 개인이 아닌 장애인 집단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특정 장소에 진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개인의 요청을 받기 전에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반대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장애인에게 

필요할 경우에만 제공되며, 그 상황에서 불이익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

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Lawson, 2010: 13). 따라서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는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 사람과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절차적 요소’(procedural 

component)로 불리기도 한다(Schwab and Willborn, 2003: 1258). 또한 두 의무의 

중요한 차이는 접근성 의무가 무조건적인데 비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편의제공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의무라는 것이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새로운 평등처우지침26)이 ‘예상에 의한 효과적 접근’(effective 

access by anticipation)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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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Lawson, 2010: 12).27)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개념적 구분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 일부 국가에서는 접

근성 개념에 가까운 의무가 ‘합리적 편의제공’이라는 표현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

는 주로 고용 이외의 영역에서 나타난다(Lawson, 2010: 17).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서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로 규정한 것

도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제공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의무는 목적과 수단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현실에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Lawson(2010: 20)에 따르면 고용, 

교육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와 장애인의 관계가 긴밀하고 장기적인 경우에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중요하고, 그 관계가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접근성 의무가 중요하

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접근성이 확대되면 합리적 편의제

공의 필요가 줄어들 수 있고, 합리적 편의제공이 다른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무는 상호 강화하는 관계를 가진다

(Lawson, 2010: 20-21).

 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평가 기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분석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지만 최

근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이 확산되면서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도 

일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누가 합리적 편의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 내용적 범위가 어떠한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어떠한 제한이 존재하는가?” 

등이다. 이는 모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도를 평가하는 문제로 장애차별금지법

의 고용효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도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26)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f 2 July 2008 on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eligion or Belief, Disability, Age or Sexual 
Orientation. 2008년 EU 집행위원회가 새롭게 제안한 평등처우지침안은 기존 고용평등지침과 
차별의 사유는 동일하지만 적용 영역을 고용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하였으며 현재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7)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예상적(anticipatory)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반응적(reactive)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로 구분하여 제시되기도 하였다(Lawson, 2008; 
Waddington and Lawson, 2009). 이 때 ‘예상적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접근성 의무의 성격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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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그 성격에 관

한 것이다. 많은 법률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차별금지의 요소로 간주되지만 그

보다는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

표적으로 영국 DDA에 대해서는 Doyle(1997)이, 미국 ADA에 대해서는 Karlan and 

Rutherglen(1996)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적극적 조치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관

점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지지한 Tucker(2001)에 따르면 합리적 편의제공을 

적극적 조치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장애인을 다르게 처우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거나 정책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Kelman(2001)과 Issacharoff and 

Nelson(2001)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분배적 요소조차 수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조치는 공민권 접근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법 내에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적극적 

조치로 간주하게 되면 그 의무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Tucker(2001)

는 법원이 미국 ADA의 장애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의 적용 범

위를 제한하려 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적극적 조치와 다르다는 관점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질적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제약하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보장하

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고용 기회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동일

한 처우를 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Waddington, 2004). 또한 Burgdorf(1997)와 Hahn(2000)에 따르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적극적 조치로 보는 것은 고용주들이 일상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를 제

공하는데 상당한 에너지와 비용을 투입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편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뿐

더러 비용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 조치라 볼 근거가 없다는 것

28)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는 미국에서 ‘affirmative action’이라 쓰이기도 한다. 적극적 조치
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Lawson(2008)은 소수집단을 직접적으로 우대조치하는 
‘적극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과 구분하여, 소수집단을 직접적으로 우대조치하지 않지만 
혜택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적극적 조치’를 정의하였다. 또한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
극적 수단(positive measure)’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Lawson(2008)이 적극적 조치를 적극적 
차별과 구분한 것은 영국에서는 대체로 소수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우대조치(즉, 적극적 차별)가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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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더구나 적극적 조치가 소수집단에 대해 집단적으로 적용되면서 일회성이거나 

시간제약이 있는 반면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개별 장애인과 개별 상황에 대해 

적용되고 정기적 혹은 지속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작동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Lawson, 2008; Waddington, 2004: 30; Waddington and Diller, 200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적극적 조치와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

적인 차별금지 형태와 법리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만(Bagenstos, 

2003c; Jolls, 2001; Stein, 2004),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과 같은 기존의 차별형태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 불이행을 기존의 직접차별, 간접차별과 다른 독자적 차별 형태로 보는 관점도 있

지만(Waddington and Hendriks, 2002), 이들 사이에 상당한 법리적 유사점이 있다

는 점도 지적된다(De Schutter, 2005; Lawson, 2008). 이에 따라 현실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직접차별 혹은 간접차별로 규정하는 경우와 독자적 차별형태

로 규정하는 경우가 모두 나타난다. 이 중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를 간접차별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도 제시되지만(Waddington, 2004: 90) 어떠한 

형태의 차별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

소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로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치의 적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무의 효력에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로는 합리적 편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은 네덜란드와 같이 예외적으로 대칭적 접근을 취하는 경우도 있

지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만이 청구할 수 있어 명확히 비대칭적인 접근을 

취한다(Waddington, 2004: 44, 2005: 115). 또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편의는 직무

와 관련되어야 하고 그것을 청구하는 장애인은 해당 직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능력

이 있는 소위 ‘유자격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장애인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 일반적으

로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자격 장애인이 아님을 주

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

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이외에는 해당 직무에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의 

청구 자격을 부여한다(Waddington, 2004: 44). 그런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이러한 일반적인 적용대상의 기준보다는 해당 법률이 정의

하는 장애 개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 편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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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적용되는 장애 정

의와 다를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Waddington and Lawson(2009: 23)

의 조사에 의하면 보통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장애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며 일반적인 장애 정의보다 협소하게 정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로 합리적 편의의 내용적 범위에 따라 그 의무의 정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편의제공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접근이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

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편의가 필요한가는 특정 장애인의 상황과 특

정 고용환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후적이고 개별적인 해

결책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된다(Lawson, 2010; 

Waddington, 2004; Waddington and Lawson, 2009). 따라서 법률에서 합리적 편의

에 대한 한정적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

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법률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정적 

열거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애초 의도와 달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

용을 상당히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심재진, 2013: 122-125). 합리적 편의의 

내용적 범위가 한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편의

의 가능성이 제한되고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 물론 합리

적 편의의 내용을 한정적 열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합리적 편의의 

일반적인 정의와 함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적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다

(Waddington, 2004: 29).29)

   네 번째 이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제한하는 요소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의제공을 수식하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균등한 부담’(disproportionate burden) 혹은 ‘과도한 어

려움’(undue hardship)에 대한 것이다(Waddington, 2004). 두 가지 요소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정당화 항변(justification defence)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편

의제공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한다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29) 이러한 예시적 목록은 반드시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령이나 평등기구가 제정하는 지침에 제시될 
수도 있다. 미국은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의 
해석지침, 영국은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의 행위준
칙(Code of Practice)에 이러한 예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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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서 ‘합리성’(reasonableness)의 해석을 비교법적 관점

에서 분석한 Waddington(2008), Waddington and Lawson(2009)에 따르면 이 용어

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표 2-2). 첫 번째 유형은 제공되

는 편의가 장애인의 고용 혹은 직무수행에 효과적이라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즉 ‘합리성’이 직무수행에서의 ‘효과성’(effectiveness)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인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판단할 때 편의의 직무수행 효과성을 먼저 판단한 후

에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하는 명확한 2단계 접근법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Waddington and Lawson, 2009: 32).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경우 ‘합리성’의 사전

적 의미에서 ‘효과성’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도출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 편의제공’ 

혹은 ‘적절한 편의제공’이라는 대안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구분 합리성의 의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판단 과정

유형1

유형2

유형3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성

과도한 어려움․비용의 부재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성
+ 과도한 어려움․비용의 부재

명확한 2단계 접근법
  - 1단계: 직무수행 효과성 테스트
  - 2단계: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

형식적 2단계 접근법
  - 1단계: 과도한 어려움․비용의 부재 테스트
  - 2단계: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

1단계 접근법: 합리성 테스트로 일원화

자료: Waddington(2008), Waddington and Lawson(2009)을 토대로 정리

〈표 2-2〉 합리성의 의미에 따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판단 과정

   두 번째 유형은 편의제공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다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합리성’이 과도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도 보통 불균등한 부

담 항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2단계 접근법을 취한다고 볼 수 있

다. 이 때 2단계의 불균등한 부담 역시 주로 편의제공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나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의미하지만 1단계의 과도한 어려움이나 비용에 대한 테스트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Waddington, 2008: 338). 하지만 현실적

으로 1단계 테스트에서 과도한 어려움이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지만 

2단계의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기는 힘들다

(Waddington, 2008: 338).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1단계의 과도한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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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용의 부재 테스트가 편의제공 의무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장애인의 고용 혹은 직무수행에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편의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DDA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유형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판

단이 ‘합리성’ 테스트로 일원화된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에서 ‘합리성’의 의미

를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첫 번째 유형은 편의제공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가를 의미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유형은 편의제공이 고용주에게 합리적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 번째 유형은 편의제공이 장애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합리적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addington(2004: 73)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명확한 2단계 접근법을 취하는 첫 번째 유형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본

래 취지를 구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이 경우 법원에서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하기에 앞서 제공된 편의가 장애인의 고용이나 직무수행에 효과적인 것인

지 판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편의의 효과성을 고려해

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편의를 선택하는 어려움이나 그에 따르

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에서는 편의제공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효과적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오

로지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어려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합리성에 직

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의 고용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제한하는 요소로 나타나는 ‘불균등한 부담’ 

항변의 세부 요소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Waddington and Lawson, 2009). 

EU 고용평등지침은 “합리적 편의제공으로 인한 부담이 국가의 장애정책에 의해 충분

히 보상된다면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Article 5), 

전문에서는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특히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 조직의 규모와 

재정적 자원, 공적 지원의 획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cital 21).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조건들의 일부나 전부 혹은 추가적인 조건까지 명시하고 있

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편의제공에 따른 비용이나 조직의 규모 및 재원에 

대한 조건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의무이행 당사자의 부담능력에 크게 좌우되며 

특히 중소규모의 기업에게 요구되는 편의제공 의무의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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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addington, 2004: 74; Waddington and Lawson, 2009: 35).

   하지만 EU 고용평등지침에서와 같이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합리적 편의제공

에 대한 공적 지원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될 경우 이러한 제약

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만약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다면 고용주는 편의제공이 불균등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할 때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조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법원에서도 공적 지원의 실질적인 이용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가 상당히 확장될 여지가 있다(Waddington, 2004: 80). 물론 이 때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장애차별금지법의 맥락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그러한 제도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

시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차별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률에 그러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별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제3절  장애차별금지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전통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보장이나 고용 확대를 위해 운영되어왔던 재분배 정

책이나 적극적 조치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복지모델에 기반한 제도라면, 장애차

별금지법은 공민권모델에 기반을 둔 제도로 그 이념을 달리한다. 두 제도는 최소한 

1980년대까지는 유럽방식과 미국방식으로 구분될 정도로 경로를 달리 했기 때문에

(Waddington, 1994), 이때까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상반된 패러다임에 기초한 두 제도가 한 국가 내에 병존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한편으로는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구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심재진, 2014; Diller, 1998; Hvinden, 2009; Waddington and Diller, 2002; 

Weber, 2009). 이렇게 장애차별금지법과의 관계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로는 소득보장제도, 고용할당제도, 편의제공 지원제도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이 소득보장제도와 긴장관계 내지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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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조광자, 2008; Diller, 1998; Waddington and Diller, 2002). 이는 두 제도

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가정에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단지 두 제도가 이념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 상충을 설

명하는 논리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소득보장제도, 특히 장애급

여제도의 경우에 대체로 수급자격 판정 과정에서 근로무능력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하기 때문에 장애급여 수급자가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하

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Diller, 1998). 장애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무능력

을 입증하기 때문에 직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자격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두 제도가 병존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분담하여 포괄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차별금

지법의 적용대상을 소득보장제도가 상당히 축소시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소득보장제도 자체가 전체 장애인에 대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다분히 미국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인 설명력이 있을 뿐이며, 

각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결과일 수 있다(Hvinden, 2009).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부분장애(partial disability)나 일시

장애(temporary disability)를 장애급여제도에 포섭하고 있다(Mitra, 2009). 이 경우 

장애급여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 경험

이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미국적

인 상황에서조차 장애급여제도가 실제 근로무능력자에게 지급된다기보다는 근로의무

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다

(Diller, 1998). 더구나 장애급여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수급자의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소득활동이 곧바로 급여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의 수급 기록으로 인

해 장애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기도 힘들고, 근로활동 경험이 다시 수급자격을 획득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강한 유인이 있다(Waterstone, 2010). 하지만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급

여가 중단되거나 비례적으로 삭감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장애급여와 장애차별금지법

의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제약하는 경우는 소득보장제도의 운영방식이 매

우 경직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할당제도(employment quota scheme)와 장애차별금지법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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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계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Waddington and Diller(2002)에 따르면 고용할

당제도는 전통적인 사회복지모델에 입각한 제도이며 장애인은 대체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부

과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인도 노동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는 공민권모델에 기반을 두는 장애차별금지법과 근본

적으로 배치된다(Waddington and Diller, 2002). 하지만 이러한 모순론에는 모순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고용할당제도가 2

차 세계대전 이후 50년간 유럽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

어 온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의 장애차별금지법과 병존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다.30) 특히 영국이 1995년 기존의 고용할당제도를 폐지하고 DDA를 

도입한 것이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하지만 Waddington and Diller(2002)가 언

급한 바와 같이 영국이 고용할당제도를 폐지한 것은 형식적 운영으로 고용효과가 미

미했기 때문이며 장애계에서는 오히려 DDA와 도입과 함께 고용할당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더구나 장애차별금지법이 유럽 전역에 확산된 2000년 이후 기존의 고용할

당제도를 폐지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제도의 병존에는 문

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할당제도와 장애차별금지법이 병존할 경우에 이들이 포괄하는 장애인 

집단이 구분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른바 ‘역할분담론’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주

장에는 고용할당제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장애차별금지법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기회평등을 지향하기 때

문에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다(이인재, 2004; 조용

만, 2007; Waddington and Diller, 2002).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 경우 앞서 언급한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처럼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축소될 수 있고 결과적

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역할분담

론 역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구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이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그것

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도적으로도 경증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깝다(Waddington and Diller, 2002). 다만 Waddington and Diller(2002)는 

고용할당제도에서 할당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합리적 편의제공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다고 예

30) Greve(2009)에 의하면 고용할당제도는 조사 대상인 29개국 중 20개국이 시행하고 있을 정도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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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 하지만 고용할당제도에 의한 부담금은 대부분 할당을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고용할당제도와 장애차별금지법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주장은 두 제도가 현실적으로 병

존 가능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편의

제공 지원제도를 꼽을 수 있다. 편의제공 지원제도는 장애차별금지법이 확산되고 합

리적 편의제공 사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

며, Hvinden(2009)은 이를 기존의 재분배 제도와 장애차별금지법 사이에 시너지 효

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기도 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로 인해 의무이

행 당사자인 고용주의 부담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편의

제공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제공될 경우 고용주의 부담 정도는 크게 완화되며, 결

과적으로 이러한 지원제도의 수준과 방식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도를 결정한다

고 볼 수 있다(Waddington and Lawson, 2009). 더 나아가 미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고용주가 이러한 편의제공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불균등한 

부담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해석된다면 그 의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

다(심재진, 2014). 따라서 편의제공 지원제도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배가시

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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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은 장

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지만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일국 내의 분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

성을 고려한 고용효과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의 수준을 국가 

차원의 비교연구로 확장하여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고용효과와 함께 그러한 고

용효과가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

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별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는 물론 장애 정

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은 아직까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

구는 비교법 연구로 그러한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사회과학적 실증분석과 결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모형은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본 연구는 네 가지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며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

여 진행된다. 우선 첫 번째는 비교법 연구의 단계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이 때 내적 특성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도

입 여부, 장애 정의의 특성,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포함된다. 기존에도 장애

차별금지법의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이소영(2006), Degener(2005), Steinmeyer 

(2003), 장애 정의에 대해서는 박민영(2007), Degener(2004, 2006), Hendriks(2002), 

Waddington and Lawson(2009),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Waddington 

(2004, 2008), Waddington and Lawson(2009) 등과 같은 비교법 연구가 있었다. 하

지만 이들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이 발달된 주요 국가 혹은 유럽 지역의 국가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산된 장애차별금지법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2007~2014년에 걸쳐 매년 회원국의 차별금지법 현황

을 정리하여 발표한 ‘Develop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시리즈

(Chopin and Germaine, 2014 등)가 있지만 역시 EU 회원국에 제한되어 있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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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내용은 매우 개괄적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 전체를 포괄하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는 완전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비교법 연구는 그러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과정과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소개한 장애차별

금지법이 형식적 수준에서 도입된 경우나 차별금지법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다양

하기 때문에 법률의 정확한 내용과 적용범위를 파악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조

차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장애 정의의 특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은 

앞서 검토한 이론과 학설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세 가지

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세 가지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어떠한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라 달

라지는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달

라지는가?”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은 앞서 비교법 연구를 통해 규명한 장애차별금지법

의 도입 여부와 장애 정의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을 변수로 조작화 하는 것

을 전제로 한다. 장애 정의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장애 정의 특성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

RQ.1

        
장애

        
고용

비교법 연구 고용효과 실증분석

RQ.2

RQ.3

RQ.4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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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가되므로 개별 기준에 따라 고용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에서 몇몇 평가기준은 실증분석에 포함되지 못할 여지도 있다. 이는 실증분석에 사용

하는 자료에서 제공되는 장애 변수가 제한적일 수 있고, 실제 비교법 연구에서 다수

의 국가에 대해 해석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기준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에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했던 장애차별금지법과 사

회보장제도의 관계는 설정하지 않는다. 기존에 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이념적 기반

이 다른 장애차별금지법과 사회보장제도가 병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충돌

이었다. 대표적으로 소득보장제도와 고용할당제도가 그러한 제도로 제시되었다. 하지

만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결과 그러한 주장은 실질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지 못했고 

구체적인 충돌 메커니즘을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으로 그러한 제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이는 

단지 장애차별금지법이 유럽에 확산되는 시점에 제시되었던 정책적 우려에 불과하다

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편의제공 지원제도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작동을 직접적으로 보

조하는 제도로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편의제공 지원제도의 전체적인 

지원 수준이나 방식을 조작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

형에는 반영하지 못하였다.31) 다만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와 고용할당제도는 장

애인의 고용 자체에는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이므로 고용효과 분석모형에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은 어떠한가?”이다. 

과학적 가설검증보다는 각국의 법률이 가지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비교법 연구의 특성상(Chodosh, 1999: 1049), 기존 연구의 검토만으로 각국 

31) 국가별 편의제공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각국의 제도를 조사한 보고서(Heckl and 
Pecher, 2008)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원내용 외에 지원수준이나 범위,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가 제시되지 않아 이를 기초로 편의제공 지원제도를 변수화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 또한 OECD 사회지출 자료(SOCX) 등을 검토하였지만 편의제공 지원제도에 대한 항목을 
규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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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이 어떠할 것인지 예상하기는 힘들다. 다만 본 연구는 장

애의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와 밀접히 관련된 대

표적인 내적 특성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장애 정의는 법적 보호대상을 규명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며(Bagenstos, 2003b),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적극적 조치로 의심될 만큼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Lawson, 2008). 이러한 가정 하에 각국의 장

애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을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둔 평가기준에 따라 범주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에서 상반된 결과가 예상되었다. Acemoglu and Angrist(2001)

는 장애차별금지법 내에서 고용효과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

지만 합리적 편의제공 비용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Beegle and Stock(2003)은 해고비용의 증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반대로 

Hotchkiss(2004)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생산성 증가

로 긍정적 고용효과를 예상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대체로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정적 고용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지만 장애 

변수의 설정이나 분석방법에 따라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

만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장애차별금지법을 조기에 도입한 영국과 미국에서 1990

년대에 나타난 결과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 장애차

별금지법을 도입하였고 EU 고용평등지침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았기 때

문에 미국, 영국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미 차별금지 

원칙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국제적 규범으로 확립된 이후에 이를 받아들인 국가

에서는 심리적 기대비용인 해고비용이나 합리적 편의제공 비용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긍

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RQ.2.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어떠한가?

   H.2.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가 줄어들 것

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지는가?”이다. 이 때 주목하는 장애 정의의 특성은 개념의 포괄성이다. 장애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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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자체로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의 직접적인 성과이지만 사회모델의 이념을 차

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 직접적으로 반영했을 때에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남찬

섭, 2009; Degener, 2004) 실제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장애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과 달리 권리 기반의 평등처우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잠재적으로 차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

며, 이것이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Degener, 2004). 따라

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영향을 주는 장애 정의의 특성은 그 포괄성으로 평

가할 필요가 있다. 장애 정의가 협소하면 법률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고

용효과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의 장애차

별금지법이 고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법률에서의 장애 정의가 협소한 탓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agenstos, 2003b; Burgdorf, 1997; Colker, 1999, 2001, 

2007; Konur, 2007; Lee, 2001, 2003).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가 포괄

적일 때 고용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전 실증연구

(Houtenville and Burkhauser, 2004; Kruse and Schur, 2003)에서 협소한 장애 변수

를 사용하였을 때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RQ.3.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H.3.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가 포괄적일 때 고용효과가 더 클 것이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지는가?”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는 고용효과에 대한 이전의 실증연구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Beegle 

and Stock, 2003; Jolls and Prescott, 2004). 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는 기업의 노동비용으로 간주되어 고용효과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Acemoglu 

and Angrist, 2001), 실제 조사에 따르면 소요되는 비용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Hendricks et al., 2005) 많은 국가에서 편의제공 지원제도를 통해 편의제공에 따른 

고용주의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부정적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Jolls and 

Prescott, 2004). 따라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노동비용 상승을 통해 장애인의 고

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비용을 낮추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편의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생산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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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Hotchkiss, 

2004: 888). 또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실질적인 작동방식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그러

한 의무의 성격, 합리적 편의 청구대상의 범위, 편의의 내용적 범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제한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Waddington, 2004). 이러한 

요소는 모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

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강할 때 고용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RQ.4.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는가?

   H.4. 장애차별금지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강할 때 고용효과가 더 클 것이

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와 가설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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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비교법 연구

1. 분석방법

   비교법(comparative law)은 비교라는 명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법학의 한 분야

이며 비교방법(comparative method)과 동일시되기도 한다(Chodosh, 1999: 1040). 

즉 비교법은 법학의 세부 분야임과 동시에 연구방법론이기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교법 연구는 서로 다른 법률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법제 사

이의 차이점을 극복하여 법적 개혁을 이끌어내고, 법제 간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국

제법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hodosh, 1999: 1069; Kahn-Freund, 

1974: 2; Kozyris, 1995: 167). 본 연구에서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법 연구는 

주로 법률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비교

법 연구가 갖는 목적이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명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비교법학은 지난 반세기동안 엄청난 지식의 축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연구방

법론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Reimann, 2002). 많은 비교법 

연구들이 연구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일부 비교법학자들

은 비교법 연구에서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박찬호, 2006). 이러한 주장에는 비교법 연구에서 비교의 대

상이 매우 다양하고 그 과정이 극단적으로 복잡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Alford, 1986: 946; Chodosh, 1999: 1057; Zekoll, 1996: 

2736), 비교법 연구가 가설 설정과 검증이라는 형식적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가 주로 제시된다(Chodosh, 1999: 

1049). 따라서 비교법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연구방법론보다도 비교를 통해 다른 법체

계의 규칙 이면에 존재하는 문화적 맥락과 철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시되기

도 하였다(Ewald, 1995; Fletch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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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법 연구방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다. 

다만 그러한 시도는 정형화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비교, 

기능적 비교, 진화적 비교, 구조적 비교, 실증적․통계적 비교 등과 같은 관점을 제시한 

것에 가까우며,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연구의 절차, 고려사항 등과 같은 일종의 기법을 

도출할 수 있다(Palmer, 2005: 263).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는 법체

계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며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

도 중요한 과제이다(Sacco, 1991). 또한 비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사점과 차이점

을 밝히는데 있어 법규범의 표면적 형태를 넘어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itz, 1998: 620). 무조건 전체적

인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의 원형(prototype)을 설정하여 이를 비교의 기준

으로 삼는 것도 유용하다(Chodosh, 1999: 11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법 연구의 주요 원칙들에 유념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차별금지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지 않아 관

련된 문헌이 부족하고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EU 고용평등지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법률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통일성이 높고 관련된 문헌도 상당히 

축적되어 비교법 연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전자정보의 구축은 비교법 연구

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Kozyris, 1994: 172). 이러한 자

료들은 대부분 2차 자료이지만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현지경험이 불가능할 경우 2차 

자료도 비교법 연구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자료가 될 수 있다(Reitz, 1998: 631). 또

한 본 연구에서는 EU 고용평등지침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장애차별금지법 비

교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국제규범이 존재한다. 비교법 연구에서 원형의 설정은 그러

한 원형이 보편적이지 않거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원형 자체가 내재된 가치판

단을 수반할 경우 오히려 부적절한 비교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Chodosh, 1999: 

1107). 하지만 EU 고용평등지침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규범

으로서 그러한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 고용평등지침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법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

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많은 비교법 연구가 비판받았던 것은 그러한 기준

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연구의 체계성을 파악할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을 비교할 때 적용할 명확한 기준

과 분석대상이 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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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기준

   비교법 연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명확한 비교의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법 분석은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를 분석하는 기준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기존의 이론과 

학설,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에서 도출하였다.

   우선 장애 정의에 대한 평가기준은 전체적으로 ‘장애 정의가 얼마나 포괄적인가?’

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Degener(2004)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표 4-1>과 

같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장애 정의의 구성

요소와 관련한 것으로 활동․참여 제약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애 정의가 협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은 장애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대한 제약으로 장애의 정도를 한정하거나 지속기간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애 정의가 협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네 번째 기준은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 장애 관련 차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

괄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까

지 포함하는 경우 장애 정의가 더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준 측정

1. 장애 정의의 구성요소에 활동․참여 제약이 포함되는가?

2. 손상이나 활동․참여 제약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한정하는가?

3. 손상이나 활동제약의 지속기간을 명시하거나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가?

4.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하는가?

① 포함되는 경우
②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심각성을 한정하는 경우
② 심각성을 한정하지 않는 경우

① 지속성을 한정하는 경우
② 지속성을 한정하지 않는 경우

① 포함하지 않는 경우
② 포함하는 경우

〈표 4-1〉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평가기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Waddington(2004, 2008), Waddington and 

Lawson(2009) 등에 기초하여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였으며 <표 4-2>에 제

시하였다. 이들 기준은 모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도 혹은 강도를 평가하는 기

준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성격에 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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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차별로 간주하는 경우에 의무의 정도가 강

한 것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기준은 합리적 편의제공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

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보다 협소한 경우 의무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기준은 합리적 편의의 내용적 범위에 대한 것이며 편의에 대한 한정적 목록을 

제시하는 경우 협소한 것으로, 합리적 편의의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거나 일반적 정

의와 함께 예시적 목록까지 제시한 경우 포괄적이면서 의무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판

단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준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제한하는 요소에 대한 

것이다. 우선 ‘합리성’이라는 용어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될 때 의무의 정

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

한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 그 의무가 더욱 강한 것으로 판

단한다.

기준 측정

1.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가?

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와 동일한가?

3. 합리적 편의의 내용을 한정적 목록으로 제시하는가? 혹은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적 목록으로 제시하는가?

4. ‘합리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직무수행 효과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가?

5.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① 차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②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경우

① 더 협소한 경우
② 동일한 경우

① 한정적 목록을 제시하는 경우
② 일반적인 정의만 제시하는 경우
③ 예시적 목록을 제시하는 경우

①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② 포함되는 경우

① 공적 지원 조건이 없는 경우
② 공적 지원 조건이 있는 경우

〈표 4-2〉 장애차별금지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평가기준

3. 분석대상 및 자료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법 연구는 OECD 회원국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축적된 분석자료의 확보 가능성과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의 대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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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차별금지법은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을 

장애차별금지법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

상으로 삼고자 하는 법률은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

률, 즉 ‘장애(고용)차별금지법’이다. 하지만 어떠한 법률을 장애차별금지법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거

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마다 사법체계의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Degener, 2005: 88).

   또한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은 실제로는 도입과 미도입의 이분변수가 아니라 

연속변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도 차별행위

로부터의 보호 수준이 다양하며, 별도의 차별금지법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

을 통해 차별에 대한 보호를 일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이 각국의 사법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

러한 모든 법적 수단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이라는 구

체적 수단을 무효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법 분석과 

고용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도입과 미도입의 이분화는 필수적이다. 따

라서 어떤 국가가 고용 영역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을 언제부터 도입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법률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구체화하고자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법률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personal scope)에 ‘장

애’가 포함되고, 물적 범위(material scope)에 ‘고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차별금지

를 다루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차별의 사유로 장애를 명시하지 않거나 고용 영역의 차

별행위를 다루지 않는 경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장애차별금지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평등권의 맥락에서 장애인이 최근까지 주목받지 못한 소수집단이었기 

때문에 장애를 명시하지 않은 차별금지법은 실제로 장애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Degener, 2005). 물론 장애에 특정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 사유의 일부로 장애를 명시한 일반차별금지법도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내용적 측면에서 두 번째 기준은 인적 범위에 장애를, 물적 범위에 고용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라 하더라도 적용대상이 심각하게 제한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간부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

은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이 차별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부문, 특히 민간 사업주의 차별행위를 처벌하거

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차별금지의 원칙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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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일부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

우도 있는데, 자영업자나 구직자를 적용에서 제외하기도 하고 일부 직종이나 소규모 

기업을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노동인구의 어느 정도

가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적용 제외가 장애

인구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비해, 구직자를 제외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가 직면하는 모

집․채용이라는 공통적인 고용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적용 제외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구직자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장애차별금지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대표적으로 폴란드의 노동법).

   내용적 측면에서 세 번째 기준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전

통적인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하였다면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 불리기도 하며 일부 국가에

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차

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도입되지 않았다가 이후에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이 경우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없더라도 차별금지의 원칙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차별금지법 도입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첫째, 헌법, 형법, 사회보장법 형태가 아닌 공민권법 

혹은 노동법 형태의 법률을 장애차별금지법으로 인정한다. 드물게 전 세계적 장애차

별금지법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시도한 Degener and Quinn(2002), Degener(2005)는 

장애차별금지법의 형태를 헌법, 형법, 공민권법, 사회보장법으로 분류하였는데, 공민권

법의 형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별금지 규정이 선언적이거나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차별금지법에 규정하지 않고 사회보장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국가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차별금지법과 사회보장법을 동시에 

고려한다.

   형식적 측면에서 두 번째 기준은 자치법규나 단체협약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형식적 도입이 아니라 실질적 작동을 고려한다면 자치법규는 그 중요

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 단체협약은 법률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

기도 한다(대표적으로 덴마크). 하지만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나 문헌에서 자치법

규나 단체협약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지역이나 산업

에만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될 경우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본 연구에서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방제 국가에서는 지방정

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점진적으로 도입된 후 연방법이 도입되기도 하고, 중앙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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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법적 관할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국

가에 한하여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표적으로 캐나

다, 미국, 호주).

   비교법 연구의 분석자료는 법률의 텍스트와 판례가 기본이 된다. 하지만 판례의 

경우 장애차별금지법의 역사가 길지 않은 국가에서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을 수 있

다.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은 물론 법적 구속

력은 없지만 법원의 해석이나 법률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규칙, 법률의 부

속서류인 법안준비문서(preparatory works)나 법안설명서(explanatory memorandum 

혹은 note), 평등기구의 결정례도 분석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자료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1차 자료에 접근하기가 현실적으

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Non-discrimination Field)32)에서 제공하는 국가

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를 주된 분석자료로 삼고자 한다.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

트워크는 EU의 두 가지 차별금지지침(인종평등지침,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상황을 점

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가 2004년 설립한 자문기

구이다. 국가보고서는 EU 회원국과 가입후보국, 그리고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가맹국을 대상으로 지침을 이행하는 법률의 내용과 관련된 판

례나 제도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2005~201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발표된 24개 OECD 회원국의 국가보고서 198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국

가보고서는 정부기관에서 작성하지 않고 각국의 법률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33)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분석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각국의 법률 정보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도 자료원으로 사용하였는데 

유럽장애전문가학술네트워크(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 

32)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는 2014년 12월 ‘유럽성평등법률전문가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와 함께 ‘유럽성평등차별금지법률
전문가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Gender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분석대상인 국가보고서가 모두 통합 이전에 발표되었으므
로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로 칭한다.

33)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 국가보고서의 내용에서 저자의 의견이나 해석,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시했지만, 법률 제정 사실이나 법률 조항의 
내용 등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은 국가보고서를 출처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연도별 국가보
고서에 반복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가장 최근 연도의 국가보고서만을 인용하였다. 이렇게 본문에 
인용한 국가보고서만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하였으며 전체 국가보고서에 대한 정보는 [부록 1]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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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D)가 운영하는 DOTCOM 데이터베이스, DREDF(Disability Rights Education 

& Defense Fund)가 제공하는 각국의 장애법 원문 정보, EU가 운영하는 EUR-Lex, 

ILO가 운영하는 NATLEX, Thomson Reuters사가 운영하는 Westlaw Next가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EU가 발표하는 이행강제절차(Infringement Procedures)34) 관련 문

서를 자료원으로 활용한다. 이행강제절차는 회원국이 EU의 법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

되는 절차로 그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된다.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이 EU 고용평등지침의 어떠한 내용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다수준모형 실증분석

1. 분석전략의 선택

   장애 이슈에 대한 양적 비교연구의 어려움 역시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에서 비롯된다. 기존에 발표된 장애 이슈에 대한 양적 비교연구가 많지 않고 국제기

구 등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장애 출현율 혹은 장애인 고용률 지표조차 거의 없는 

현실이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인구조사나 사회조사에 

장애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애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측정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 장애 변수 혹은 국가별 

장애 관련 지표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다.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본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분석전략은 확보 

가능한 자료의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국가를 단

34) 이행강제절차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TFEU Article 258~260; European Commission, 2015). 
첫 번째 단계로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EU법의 위반 사실을 담은 공식통보서한(letter of 
formal notice)을 보낸다. 이에 대해 회원국은 두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공식통보서한에 대한 회원국의 답변이 없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원
국이 EU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상세의견서(reasoned opinion)를 보낸다. 
역시 회원국은 두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로 상세의견서에 대해 답변
하지 않거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를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으며, 회원국이 이행수단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벌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로 EU법 위반이 확정된 이후에도 회원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다시 공식통보서한을 보낼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판결 불이행에 대해 다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회원국을 제소하고 벌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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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한 시계열자료와 횡단자료를 결합한 거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종단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종속변수는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 혹은 비장애인 고용률 대비 

장애인 고용률의 격차(혹은 비율)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종속변수를 확보할 수 

없다.35) 자료 확보 가능성과는 별개로 국가 단위의 패널자료 분석은 패널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국가 고유의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으로 인한 내생성

(endogeneity)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과관계에 보다 부합하는 국가 내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 거시지표보다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특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종속변수인 고용률이 

국가 수준의 고유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 고용상태의 총합 자료(aggregated data)이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전략은 다수의 국가에 대해 개인 단위의 미시자료를 확보하여 다수준모형

(Multilevel Model)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관심을 두는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혹은 특성 변수는 국가특성 변수이기 때문에 다수준 미시

자료를 확보한다면 개인특성은 물론 국가특성까지 통제한 상태에서 그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 미시자료를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만약 확보했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변수의 측정을 통일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

문에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36)

   다행히 최근 국제비교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가 대상 국가와 시기 측면에서 폭넓게 확충되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LIS는 국가별로 소득 및 경제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미시자료를 수

집하여 제공하는데,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변수의 측정 수준을 통일하여 제공하기 때

문에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국가 간 비교연구에 활용되고 있다(Atkinson, 2004). 2015

년 현재 LIS 데이터베이스에는 48개의 중진국 및 선진국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1980년 기준의 웨이브 1부터 2013년 기준의 웨이브 9까지 30년 이상

의 기간을 포괄한다.37) 가장 중요한 점은 LIS에 장애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35) 현재 확보 가능한 장애인 고용률 국가지표는 OECD에서 정책보고서(OECD, 2003, 2010)를 
통해 특정 시점의 장애인 고용률을 발표한 것이 전부이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EU-SILC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를 통해 추정한 장애인 고
용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EU-LFS(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로 추정한 장애인 고용률도 있지만 2002년과 2011년에 ‘장애인의 고용’이라는 주제로 부
가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것이 전부이다.

36) EU-SILC나 EU-LFS에 장애 변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원자료를 확보한다면 최소한 유럽 국
가는 변수의 측정수준을 통일할 수 있으나 연구대상에서 주요 비유럽 국가를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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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LIS 데이터

를 사용한 다수준모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장애 변수와 분석자료에 대한 검토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변수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 연구에 적절한 장애 변수는 무

엇인지, 그리고 LIS에서 제공하는 장애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자료에 포함될 국가와 시기, 그리고 적합한 분석방법

을 정하고자 한다.

 1) 이론적 장애 정의와 조작적 장애 정의

   장애에 대한 다양한 관점만큼이나 많은 이론적 장애 정의가 존재하며 어떠한 정의

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연구결과도 달라진다(Leob et al., 2008; Molden and 

Tøssebro, 2010, 2012; Purdam et al, 2008; Ravaud et al., 2002). 이에 따라 어떠

한 장애 정의가 장애인구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함께 단일한 

장애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Tepper et al., 1997). 하지만 다양한 장애 정

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회과학 연구에서 장애 정의를 단일화하는 것은 

분석적 경직성(analytical rigidity)을 낳을 뿐이므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 정

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Grönvik, 2007: 33). 또한 특정 장애 정의를 선택하였

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즉 이론적 정의

(theoretical definition)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사이에 타당성이 확보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Molden and Tøssebro, 2010).

   Grönvik(2007: 15-16)에 따르면 이론적 장애 정의는 크게 행정적 정의

(administrative definition), 주관적 정의(subjective definition), 기능적 정의

(functional definition),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 관계적 정의(relative 

definition)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적 정의는 장애급여나 서비스의 수급

자를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주관적 정의는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따라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능적 정의는 신체기능에 제약이 있는지 여

부로 장애를 판단하는 것으로 장애에 대한 의료모델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적 정의

37) 웨이브 사이의 시간 간격은 초기에 5년이었다가 최근에는 3년으로 축소되어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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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적 정의는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에 기반을 둔다. 사회적 정의에 따르면 장애

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적 제약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 그 자체이며, 관계적 정의에 

따르면 장애는 손상을 가진 개인과 접근성이 부족한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한다(Grönvik, 2007: 14).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환경적 차

별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의 혹은 관계

적 정의가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장애 정의로 사회적 정의나 관계적 정의를 선택하였다면 이를 실제 측정하

는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순수한 의미의 사회적 정의에 대

한 측정도구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이론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논리적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의에 따라 사회적 장벽에 직면한 사

람만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면 장애인으로 범주화된 모든 사람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

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장애인구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불이익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Molden and Tøssebro, 2010: 177). 이러한 이유

로 Bengtsson(2008)은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은 장애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며, 사회조사나 인구조사에서 장애인을 규명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고 결론내렸다(Molden and Tøssebro, 2010: 177에서 재인용).

   하지만 관계적 정의는 사회적 정의와 달리 개인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측정도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 2001)가 

제안한 ICF가 대표적이다. ICF는 장애에 대한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을 통합한 생물심

리사회모델(biopsychosocial model)에 따라 생물학적, 개인적,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

본 장애의 개념을 통합하며 신체손상, 활동제약, 참여제한을 장애의 하위요소로 간주

한다(WHO, 2001). 하지만 ICF는 측정 항목이 너무 많아 실제 인구조사나 사회조사

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워싱턴장애통계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이하 ‘WG’)이 ICF를 기본 모델로 하여 인구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략

한 장애 측정도구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WG, 2004)38) 이 역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다. WG(2004)의 제안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장애 측정도구들의 공통적인 문제

38)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는 2001년 6월 개최된 ‘장애측정에 대한 UN 세미
나(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eminar on Measurement of Disability)’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UN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에 의해 조직되었다. WG(2004)
의 측정도구는 건강문제로 인해 다음의 여섯 가지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한다. (1) 
보기, (2) 듣기, (3) 걷기 혹은 계단 오르기, (4) 기억하기 혹은 집중하기, (5) 씻기 혹은 옷입기, 
(6) 의사소통. 각 항목에 대해 ‘어려움이 전혀 없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전혀 할 수 없다.’의 네 가지의 응답이 가능하다(W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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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활동제약이나 참여제한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평가할수록 그 

내용이 신체기능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장애 측정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이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척도도 마찬가지이다. 외견

상으로는 특정 활동이나 참여에서 어려움이나 제약이 있는지를 질문하지만 실제 내용

은 Grönvik(2007)이 언급한 기능적 정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Molden and 

Tøssebro, 2010: 177).

   WG(2004)의 측정도구보다 간결하고 관계적 장애 정의에 보다 잘 부합하면서 국

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장애 측정도구로 일명 GALI(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icator)라 불리는 활동제약 지표가 있다.39) GALI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건강문

제 지표와 더불어 유럽에서 통용되는 건강 및 장애 측정도구인 MEHM(Minimum 

European Health Module)을 구성하며, 현재 범 유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EU-SILC, EHIS(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등의 조사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EHEMU, 

2010). 보통 “건강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6개월 이상 

제약이 있었습니까?”40)라는 단일 질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론적, 조작적 측면에서 기

존 측정도구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GALI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 신체 수준의 문제인 기능제약

(functional limitation)을 측정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활동제약

(activity limitation)을 측정하여 관계적 장애 정의와 ICF 모델에 가깝다. 이는 활동제

약을 구체적 항목으로 질문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광범

위하게 정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문제에 대한 사전질문을 하지 않고 건강문

제를 구체적인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건강문제로 정의하여 불필요하게 장애의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Robine et al., 2003: 10-11).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점

은 GALI와 같이 활동제약을 단일 질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다수의 항목으로 측정하는 

39) GALI는 Euro-REVES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Verbrugge(1997)가 본격적으로 제안한 
측정도구이다(Robine et al., 2000). Euro-REVES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건강 관련 통일된 측정
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1994~2002년에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며, 이후 EHUMU(2004~2007년), 
EHLEIS(2007~2010년), JA:EHLEIS(2011~2014)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Verbrugge(1997)
는 최초에 GALI를 제안할 때 Global Disability Indicator라 명명했다.

40) EU-SILC 2008 버전에서 GALI의 영문 표현은 다음과 같다(EHEMU, 2010). “For at least 
the last 6 months have you been limited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because of a health 
problem?” 응답은 제약의 정도에 따라 “Yes, strongly limited”, “Yes, limited”, “Not limited”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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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높다는 점이다(Gudex and Lafortune, 2000: 

35). GALI는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Cox et al., 

2009; Jagger et al., 2010; Van Oyen et al., 2006).

   이상의 검토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이론적 장애 

정의는 관계적 정의이며, 현 상황에서 관계적 정의의 본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면

서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조작적 정의, 즉 측정도구는 GALI라 판단할 수 있다.

 2) LIS에서의 장애 변수

   LIS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건강 관련 변수를 제공하는데, 장애상태(disability 

status), 만성질환(chronic illness), 주관적 건강상태(subjective health status) 변수가 

있다. 변수명만 보면 장애상태 변수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각 국가

마다 조사 문항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웨이브별 데이터세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LIS에 포함된 OECD 회원국의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1990년대

까지의 자료(웨이브 1~4)에서는 적절한 장애 변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

대 이후(웨이브 5~8)에는 다양한 장애 변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크게 활동제약

(Activity Limitation, AL), 만성건강문제(Chronic Health Problem, CH), 근로장애

(Work Disability, WD), 행정적 장애(Administrative Disability, AD)의 네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41)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장애 변수는 활동제약 변수인데 LIS에 포함된 OECD 회

원국의 자료 중 다수가 원자료를 ECHP42)와 EU-SILC를 사용하고 있어 GALI로 측

정한 활동제약 변수를 제공한다. 프랑스(FR05), 네덜란드(NL99), 영국(UK99, UK04, 

UK07, UK10)의 자료는 원자료가 ECHP나 EU-SILC가 아니지만 GALI와 유사한 변

수를 제공하고 있어 활동제약 변수로 구분하였다.43) 이 외에 캐나다 자료(CA00, 

41) 2013년 기준의 웨이브 9 자료는 공개된 국가가 아직 소수에 그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2)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는 1994~2001년 사이에 다수의 유럽 국가에
서 실시된 패널조사이며 EU-SILC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43) 프랑스(FR05), 네덜란드(NL99) 자료는 GALI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질
문하고 있다. 영국(UK99, UK04, UK07, UK10)의 원자료는 FRS(Family Resources Survey)로 
‘일상에서의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기간의 질병, 장애, 손상’으로 장애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활동제약의 의미를 가지지만 ‘상당한(substantial)’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하
여 제약의 정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변수로 추정한 장애출현율과 장애인 고용률은 
EU-SILC의 GALI 변수로 추정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UK DWP, 2013; Grammenos, 
2013). 따라서 이를 활동제약 변수로 분류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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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04, CA07, CA10)는 특정 활동(듣기, 보기, 의사소통, 걷기, 계단 오르기, 구부리

기, 학습하기 혹은 유사한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 직장, 학교 혹은 다른 영

역에서 활동의 양이나 종류를 줄이는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를 장애인으로 측정하였

다. 이는 GALI와 달리 활동제약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측정한 것이지만 ‘혹은 유사한 

활동’, ‘혹은 다른 영역’과 같이 기타 활동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일반적인 활

동제약 변수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활동제약 변수가 없을 경우 차선으로 고려한 것은 만성건강문제 변수이다. LIS에

서는 변수명이 ‘만성질환’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각 자료의 변수 정의를 살펴보면 단

순히 ‘질환’(illness)만을 측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ECHP의 경우 ‘장애 혹은 만

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지’를 측정하며, EU-SILC는 ‘장기간의(만성적인) 질환

이나 상태(건강문제)로 고통을 받았는지’를 측정한다. 이는 신체기능의 문제를 측정한

다는 점에서 이론적 장애정의 중 기능적 정의에 가까우며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를 물어본다는 측면에서는 주관적 정의의 의미도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

성건강문제 변수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동일 자

료에서 활동제약 변수와 비교해보면 장애 출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활동제

약 변수가 없는 경우 차선으로 선택하였다.44) 만성건강문제 변수를 선택한 자료는 에

스토니아(EE00)와 네덜란드(NL04)의 두 개 데이터세트였다.

   활동제약은 물론 만성건강문제 변수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애와 행정적 장애 변

수를 고려하였다. 근로장애 변수는 직업활동에서의 제약을 측정하기 때문에 협소한 

활동제약 변수라 볼 수 있다. 근로장애 변수를 선택한 국가는 핀란드와 미국이었는데, 

핀란드(FI07, FI10)는 장애상태를 ‘일을 할 수 있고 장애가 없는 경우’, ‘일을 할 수 

있으나 부분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일을 할 수 없고 장애가 있는 경우’로 측정하였는

데, 이 중 후자의 두 가지 항목에 응답한 경우를 근로장애로 간주하였다. 미국(US00, 

US04, US07, US10)은 ‘어떠한 종류의 일을 제약하는 건강문제가 있는지’ 여부로 장

애를 측정하였다. 행정적 장애 변수를 제공하는 국가는 덴마크(DK00, DK04), 핀란드

(FI00, FI04), 독일(DE00, DE04, DE07, DE10), 노르웨이(NO00, NO04, NO07, 

NO10), 폴란드(PL99, PL04, PL07, PL10), 스웨덴(SE00, SE05)인데 장애상태를 ‘장

애급여를 받는 사람’, ‘법적 장애인’, ‘의사에게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측정하

였다.

44) 장애 출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도 활동제약과 만성건강문제가 포괄하는 인구는 다를 수 있
다. 실제로 활동제약이 있지만 만성건강문제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와 활동제약이 없지만 만성건
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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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애와 행정적 장애 변수는 이론적 장애 정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행정적 장

국가
웨이브 5

(2000년 기준)
웨이브 6

(2004년 기준)
웨이브 7

(2007년 기준)
웨이브 8

(2010년 기준)

호주 － － － AU10 (AL)

오스트리아 AT00 (AL) AT04 (AL) － －

벨기에 BE00 (AL) － － －

캐나다 CA00 (AL) CA04 (AL) CA07 (AL) CA10 (AL)

체코 － CZ04 (AL) CZ07 (AL) CZ10 (AL)

덴마크 DK00 (AD) DK04 (AD) － －

에스토니아 EE00 (CH) EE04 (AL) EE07 (AL) EE10 (AL)

핀란드 FI00 (AD) FI04 (AD) FI07 (WD) FI10 (WD)

프랑스 FR00 (AD) FR05 (AL) － －

독일 DE00 (AD) DE04 (AD) DE07 (AD) DE10 (AD)

그리스 GR00 (AL) GR04 (AL) GR07 (AL) GR10 (AL)

헝가리 － HU05 (AD) HU07 (AD) HU09 (AD)

아이슬란드 － IS04 (AL) IS07 (AL) IS10 (AL)

아일랜드 IE00 (AL) IE04 (AL) IE07 (AL) IE10 (AL)

이스라엘 IL01 (AD) IL05 (AD) IL07 (AD) IL10 (AD)

룩셈부르크 LU00 (AL) LU04 (AL) LU07 (AL) LU10 (AL)

네덜란드 NL99 (AL) NL04 (CH) NL07 (AL) NL10 (AL)

노르웨이 NO00 (AD) NO04 (AD) NO07 (AD) NO10 (AD)

폴란드 PL99 (AD) PL04 (AD) PL07 (AD) PL10 (AD)

슬로바키아 － SK04 (AL) SK07 (AL) SK10 (AL)

스페인 ES00 (AL) ES04 (AL) ES07 (AL) ES10 (AL)

스웨덴 SE00 (AD) SE05 (AD) － －

영국 UK99 (AL) UK04 (AL) UK07 (AL) UK10 (AL)

미국 US00 (WD) US04 (WD) US07 (WD) US10 (WD)

24개국 19개 22개 18개 19개

주: AL=활동제약(Activity Limitation), CH=만성건강문제(Chronic Health Problem), WD=근로장
애(Work Disability), AD=행정적 장애(Administrative Disability)

〈표 4-3〉 LIS(Luxembourg Income Study) 분석자료와 장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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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해당 국가의 장애급여 수급자격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러한 장애변수를 사

용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상당히 낮고 비장애인과의 고용률 격차는 커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장애와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한 

자료를 제외하기에는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가 상당히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와 행정적 장애 변수로 추정한 장애 출현율이 

3% 이상인 데이터세트만 분석에 포함시키고 추가적으로 분석모형에서 장애 변수의 

유형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분석자료를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OECD 

34개 회원국 중 LIS 웨이브 5~8(2000~2010년)에는 총 30개 국가, 100개의 국가-웨

이브 미시자료가 존재한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였다. 그리고 이 중 11개 국가-웨이브 미시자료는 장애변수가 제공되지 않았으

며, 이 과정에서 일본, 한국, 스위스가 제외되었다. 또한 장애 변수가 제공되지만 근

로장애 혹은 행정적 장애 변수를 제공하면서 장애 출현율이 3% 미만인 이탈리아, 멕

시코, 슬로베니아의 11개 자료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24개 

국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며 총 78개의 국가-웨이브 미시자료가 선택되었다. OECD 

회원국 중 핵심 선진국이 대부분 포함되었고 장애차별금지법이 대체로 2000년 이후

에 제정된 것을 고려하면 OECD 24개 회원국에 대한 2000~2010년 시기의 78개 미

시자료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분

석대상에 포함된 LIS 자료와 장애 변수의 유형은 <표 4-3>과 같다.

 3) LIS 분석자료의 구조와 다수준모형

   이러한 LIS 분석자료에서 개인은 특정 국가-시기에 내포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개

의 국가-시기는 하나의 국가에 내포되어 있다. 1수준의 개인은 2수준 상위집단인 국

가-시기에 속하고, 2수준의 국가-시기는 3수준 상위집단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다

수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명의 개인이 여러 2수준의 집단(국가-시기)

에 동시에 소속되지 않고,45) 동일한 2수준 집단(국가-시기)에 포함된 개인들은 반드

시 동일한 3수준 집단(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4-1]과 같이 완전하게 위

계적인(hierarchical) 구조를 갖고 있다.

45) 이는 LIS 자료가 기본적으로 반복측정 횡단자료이기 때문이다. 만약 패널자료라면 동일한 개인
이 여러 개의 2수준 집단(국가-시기)에 동시에 소속되기 때문에 위계적이지 않다. 이 때는 개인
-시기가 1수준, 개인이 2수준, 국가가 3수준이 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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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3수준 자료의 구조(아일랜드 사례)

   통상 이러한 다수준 자료의 분석에서는 동일 집단에 소속된 개체들의 관측치 사이

에 존재하는 의존성(within-group dependence), 즉 상관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는 집

단 사이에 이질성(between-group heterogeneity)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만약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이라면 집단 내 개체 사이의 의존성 문제는 약화된다(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77). 본 연구자료에서 상위집단인 국가들이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내 의존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 이 경우 일반적인 결합회귀분석(pooled-OLS)을 적용하면 잔차(residual)의 독립

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표준오차의 과소추청이나 과대추정 문제가 발생한다.46) 따

라서 가설검증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s) 분석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수준모형은 집단 

간 이질성 요소를 잔차에서 분리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한 고유의 확률효과(random 

effects)를 모수적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확률효과의 변량을 표준오차를 계산하는데 고

려함으로써 집단 내 의존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Raudenbush and Bryk, 2002: 

100). 다수준모형은 집단 내 분산에 의한 고정효과와 집단 간 분산에 의한 확률효과

를 동시에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혼합효과모형(Mixed-effects Model)이라 불리기도 

46) 집단 내 의존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결합회귀분석을 하게 되면 순수한 집단 간 설명
변수(집단 내 분산이 0인 변수)의 표준오차는 과소추정하고 순수한 집단 내 설명변수(집단 간 
분산이 0인 변수)의 표준오차는 과대추정하게 된다(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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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위계적 구조의 자료 분석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계모형(Hierarchical Model)이

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분석방법들도 존재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결합회귀분석에 자료의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종단 및 다수준 자료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일반화추

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이나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

석방법은 2수준의 위계구조만을 반영할 수 있을 뿐 본 연구에서와 같은 3수준 자료

의 위계구조에서 발생하는 집단 내 상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집단 

내 상관으로 인한 표준오차의 편의 문제와 함께 집단 고유의 미관측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귀계수의 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과관계의 의미에 더 가까운 순수한 집

단 내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흔히 고정효과모형이 많이 사용되는데, 다수준모형은 

변수의 위치(location) 선택으로 이와 동등한 고정효과 추정치를 산출할 수도 있다

(Raudenbush and Bryk, 2002: 135-139). 따라서 3수준 구조의 자료에서 집단 내 

상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집단 고유의 미관측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의 문

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수준모형이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가장 적합한 분석기

법이라 할 수 있다.

3. 변수의 측정과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수준의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고용 여부이다. LIS에서 제

공하는 고용 여부 변수는 ILO 기준에 의한 현재의 고용 상태이며 고용과 미고용(실

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LIS에서 국가별 자료의 시기는 소득귀

속연도(income reference year)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용 변수의 측정 시기는 이와 불

일치할 수 있다. LIS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원자료의 조사정보를 검토한 결과 고용 상

태의 측정 시기는 소득귀속연도와 동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다음 해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종속변수인 고용 변수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과 시간적으로 동일

하거나 후행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조건에 문제가 없어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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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는 1수준의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장애 변수이며 2수준의 

시변(time-varying) 국가 특성인 장애차별금지법 변수는 조절변수로 분석모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장애 변수와 장애차별금지법 변수의 

상호작용을 설정한다.

   먼저 장애 변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하며 LIS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사용

한다. 이 변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체로 활동제약의 의미를 갖지만 만성건강

문제, 근로장애, 행정적 장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비장애인을 기준범주로 

한다.

   장애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변수는 세 가지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장애

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의 특성,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

이 해당한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본 연구에서 비교법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직접 

측정하며,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실제 분

석모형에서는 세 가지 변수가 하나씩만 포함된다. 또한 장애 정의의 특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은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개별 평가지표로 세분화된 변수를 사

용한다.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는 도입과 미도입의 이분변수이지만 장애 정의 특

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 변수는 도입한 경우를 두 가지로 범주화하기 때문

에 미도입을 포함하여 세 가지 범주를 갖는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장애 정의 변수

는 장애차별금지법 미도입, 협소한 장애 정의, 광범위한 장애 정의의 세 가지 범주를 

갖는다. 모든 변수는 장애차별금지법 미도입 상태를 기준범주로 한다.

   이 때 법률의 시행연도를 어떻게 조작화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1년의 절반인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이 6월 30일 이전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1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듬해를 시행연도로 간주한다.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연도에 대한 이러한 처리방법과 LIS에서 종속변수인 고용 여부의 측정시기를 고려하

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1년 정도의 시차효과(time-lag 

effect)를 고려하는 셈이다.

 3) 통제변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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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으며 크게 인적 특성, 거시경제 충격(macroeconomic shock), 조합주의

(corporatism), 노동시장 제도(labor market institutions),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

도, 장애측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인적 특성은 1수준에 해당하는 개인 

특성이며, 거시경제 충격, 조합주의, 노동시장 제도는 2수준에 해당하는 시변 국가특

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측정 유형은 3수준에 해당하는 시불변

(time-invariant) 국가특성이다. 시변 국가특성의 경우 별도의 시차 설정을 하지 않고 

LIS 국가별 자료의 시기와 동일한 연도의 값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

속변수인 고용 여부의 측정 시기가 대체로 자료에 명시된 연도의 다음 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부여해도 자동적으로 1년 이내의 시차효과가 설정된다.

  (1) 인적 특성

   먼저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특성으로는 일반적인 고용확률 추정식에 포

함되는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개별 국가의 장애차별금지법

의 고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Bell and Heitmueller, 2009; DeLeire, 2000; Jones 

and Jones, 2008; Kruse and Schur, 2003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성, 연령, 결

혼상태,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성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고 연령은 

만나이를 사용한다. 결혼상태는 무배우자와 유배우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무배우

자는 미혼과 사별․이혼․별거로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의 LIS 자료에서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하여 무배우와 유배우로만 구분하였다. 가구주 여부는 비가구주와 가구

주로 구분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교육체계로 비교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LIS에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97) 기준에 따라 개인의 교육수준을 

낮음(ISCED 0-2), 중간(ISCED 3-4), 높음(ISCED 5-6)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그

대로 사용한다.47)

47)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97의 등급과 이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의 대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박종효 외, 2009). ISCED 0(학령 전 교육): 유치원, 
ISCED 1(초등교육단계): 초등학교, ISCED 2(전기 중등교육단계): 중학교, ISCED 3(후기 중등
교육단계): 고등학교, ISCED 4(중등 후 비고등교육단계): 없음, ISCED 5(1차 고등교육단계):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 ISCED 6(2차 고등교육단계): 대학원 박사과정. 따라서 
LIS가 구분한 교육수준 ‘낮음’은 중졸 이하, ‘중간’은 고졸, ‘높음’은 대졸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LIS가 교육수준을 9(구분할 수 없음)로 코딩한 경우는 결측 처리하였지만, 헝가리는 예
외적으로 ‘중간’으로 코딩하였다. 헝가리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무역학교로 ISCED 2와 3
에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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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시경제 충격

   다음으로 거시경제 충격, 조합주의, 노동시장 제도 요인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거시 비교연구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여 변수를 도출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로서 실업 

혹은 고용에서 국가 간 차이와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

으며 지금까지도 이론적 정립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Blanchard, 2006). 1970년

대에 이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오일쇼크와 생산성 증가의 둔화로 선진국의 실업

률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거시경제 충격의 영향에 대한 개념적 틀은 

Bruno and Sachs(1985) 등에 의해 정립되었다.

   거시경제 충격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Bassanini and Duval, 

2006; Bertola et al., 2001; Blanchard and Wolfers, 2000; Buchele and 

Christiansen, 1999; Nickell et al., 2005)에서 사용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증감률을 사용하였다.48) 일반적으로 기술진보를 포함하여 생산

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측정은 그동안 EU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었으나 전체 OECD 국가를 포괄하지 못하였다(표학길 외, 2014: 

11-14). 하지만 최근 새로 발표된 Penn World Table 데이터베이스(Feenstra et al., 

2015)가 OECD 국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였다. 분

석에서는 연도별 증감률(%)의 최근 3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거시경제 충격

의 중장기적인 영향과 LIS 웨이브의 시간 간격이 평균적으로 3년 정도라는 점을 고

려한 것이며, LIS의 웨이브 7, 8 자료가 2007년,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8~2009년에 집중된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3) 조합주의

   1970년대 거시경제 충격의 영향이 사라진 1980년대 후반까지도 많은 유럽 국가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국가 간 차이도 커졌는데, 이로 인해 임금결정 

구조와 그로 인한 고용성과에 관심을 갖는 조합주의(corporatism) 관점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Cameron(1984), Bruno and Sachs(1985)와 같은 초기 연구는 거시경제 

48)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총요소투입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율로 계산되며,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산출량을 의미한다(표학길 외, 2014: 2). 총요소
생산성은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Robert M. Solow의 이름을 따서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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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상황에서 중앙화된 임금협상 구조가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고용 수준을 유지하

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였다. 이는 중앙화된 임금협상 구조에서는 협상 당사자

들이 임금인상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기(internalize) 때문이며 북유럽 국가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Calmfors and Driffill(1988)은 초기 연구들이 

가정한 조합주의와 노동시장 성과의 선형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앙화된 임금협상 

구조는 물론 탈중앙화된 임금협상 구조 또한 고용 성과가 높다는 ‘낙타등 가

설’(hump-shape hypothesis)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낙타등 가설’은 

지지된 경우도 있었지만(Freeman, 1988),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거나(Rowthorn, 

1992)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Layard et al., 1991; Soskice, 1990).

   조합주의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

는 조합주의의 개념과 변수의 측정방식 때문이었는데,49) 이를 대표하는 변수로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동조합화(unionization) 정도와 임금협상의 중앙화

(centralization)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Bassanini and Duval, 2006; Bertola et al., 

2001; Blanchard and Wolfers, 2000; Buchele and Christiansen, 1999; Nickell, 

1997). 이 중 노동조합화는 노동조합 조직률(union density)과 임금협상 적용범위

(bargaining or union coverage)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 수치 간의 차이가 클 

수 있고 이것들이 임금협상과 고용 성과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Layard et al., 1991). 임금협상의 중앙화 정도는 전통적으로 임금협상이 기업-산업-

국가 수직선의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이후에는 측정방식이 더

욱 정교해져 노동조합과 기업 각각의 중앙화 정도를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 종합적

으로 고려한 Iversen(1999)의 중앙화 지수가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중앙화 지수가 

형식적 측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Soskice, 1990), 최근에는 대안적으로 중앙화

를 포함하여 비공식적 조정, 국가의 개입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한 Kenworthy(2001)

의 임금협상 조정력(coordination) 지표가 많이 사용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합주의를 대표하는 변수로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협상 

적용률, 임금협상 조정력 변수를 사용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OECD, 2014)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임

금근로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자의 비중으로 측정된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설문조사 

자료로 추정한 값과 행정자료에서 산출한 값이 있는데, OECD는 설문조사 추정값을 

49) Calmfors and Driffill(1988: 24)은 기존에 제시된 조합주의의 정의가 매우 다양하며 서로 다
른 측면을 포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개인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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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용하고 이것이 없을 경우 행정자료 산출값을 제시한다.50) 임금협상 적용률과 

임금협상 조정력은 ICTWSS(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 데이터베이스(Visser, 2013)에서 제공하

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임금협상 적용률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

는 근로자의 비중으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단체협약권이 없는 부문이나 직업을 

제외하여 계산한 조정된 적용률 지표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협상 조정력은 

Kenworthy(2001)의 정의에 따라 조정력이 가장 약한 1부터 가장 강한 5까지로 측정

된다.51)

  (4) 노동시장 제도

   1990년대에도 유럽의 평균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몇몇 국가는 현격한 개선을 

보였으며, 이미 1980년대부터 개선된 북미 지역과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국가 

간 이질성의 심화는 기존의 거시경제 충격과 조합주의 요인에 더해 노동시장 제도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사실 이는 OECD(1994)가 발표한 ‘일자리 연구’(Jobs Study) 보

고서의 영향이 컸는데, 이 보고서에서 OECD는 실업보험, 고용보호, 조세제도, 최저

임금 등의 노동시장 제도를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이는 많은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Blanchard, 2006: 26; Siebert, 1997). 하지

만 유럽의 높은 실업률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 된 ‘노동시장 경직성’(rigidity)에 대

해 Nickell(1997)은 노동시장 제도가 실업 및 고용의 국가 간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

하지만 모든 노동시장 제도가 경직성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실

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Blanchard and Wolfers(2000)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제

도가 실업의 국가 간 차이는 잘 설명하지만 변화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Nickell et al.(2005)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생산시장 제도의 영향 혹은 생산시장 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거나

(Amable and Gatti, 2004; Blanchard and Giavazzi, 2003; Nicoletti et al., 2001), 

노동시장 제도와 거시경제 충격의 상호작용(Bertola et al., 2001; Blanchard and 

50) 원래 OECD의 노동조합 조직률 지표는 원출처는 ICTWSS 데이터베이스이다. 하지만 OECD가 
제공하는 지표는 ICTWSS 지표와 값이 다소 다르고 결측이 적다. OECD가 ICTWSS의 자료를 
가공하고 결측에 대한 값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1) 노동조합 가입률과 임금협상 적용률에서 필요한 시기의 값이 누락된 경우 가까운 연도의 값으
로 대체하였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임금협상 조정력은 ICTWSS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되어 
Olafsdottir(2010: 15)의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70

Wolfers, 2000; Nickell et al., 2005), 노동시장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Bassanini and 

Duval, 2006)에 관심을 두는 등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다양한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에서 최근까지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노동시장 제도 변수는 

실업급여, 고용보호규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조세제도이다. 많은 연구에서 비교적 

강건한 영향이 확인된 실업급여를 제외하면 나머지 제도는 일부 연구에서 영향이 없

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제도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는 연구동향을 고

려하여 네 가지 제도를 모두 선정하였다. 또한 생산시장 제도의 영향이나 다양한 제

도 사이의 상호작용은 아직까지 이론적 정립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았

다.

   우선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은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s)로 

정의하며 OECD Benefits and Wages Statistics(OECD, 2015a)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한다. 이 때 실업급여에는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급여뿐만 아니라 실업자에게 제

공되는 사회부조나 주거급여도 포함되며, 기준이 되는 소득은 조세와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순소득이다. 또한 두 가지의 임금수준, 세 가지의 가족형태, 60개월 동안 순소

득대체율에 대한 비가중 평균값을 사용한다.52) 고용보호의 엄격성은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OECD, 2013b)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호

규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지수를 사용한다. OECD의 EPL 지

수는 크게 정규고용(개별해고 및 집단해고) 규제와 임시고용 규제에 대한 측정으로 

나뉘며, 측정지표의 추가 및 변경에 따라 버전 1부터 3까지가 존재한다(OECD, 

2013a). 본 연구는 버전 2의 지수를 사용하고 정규고용과 임시고용 규제 지수에 대한 

비가중 평균값(0~6점)을 변수로 사용한다.53)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보호의 엄격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지출수준은 GDP 대비 지출 비중으로 정의되며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OECD, 2013c)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공공 및 의무적 

민간지출,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조세제도는 선행연구를 따라 

조세격차(tax wedge) 변수를 사용하였다. 조세격차는 사용자의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52) 두 가지 임금수준은 평균임금의 67%와 100%, 세 가지의 가족형태는 단독가구, 외벌이 부부 
가구, 맞벌이 부부 가구(배우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67%인 경우)이다.

53) OECD 고용보호규제 지수의 버전 1은 1985년부터 측정되었지만 정규고용에 대한 집단해고 지
표가 제외되었고, 버전 3은 집단해고 지표가 포함되었지만 2008년부터 측정되었다(OECD, 
2013a).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이 2000~2010년이기 때문에 정규고용에 대한 집단해고 지표
가 포함되고 1998년부터 측정된 버전 2의 지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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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임금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총 노동비용 대비 개인소득세와 사용자와 근로자

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세를 합한 금액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본 연

구에서는 OECD Tax Statistics(OECD, 2015b)의 자료에서 평균임금 수준의 2자녀 

외벌이 부부 가구를 기준으로 한 조세격차를 사용하였다.54)

  (5)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장애차별금지법 외에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소득보장제도인 장애급여제도, 고용보장제도인 고용할당제도를 포함

한다. 장애급여제도는 기존에 개별 국가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평가한 실

증연구(Acemoglu and Angrist, 2001; Beegle and Stock, 2003; Kruse and Schur, 

2003; Jolls and Prescott, 2004)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된 통제변수이다. 다만 본 연구

에서 장애급여제도는 국가특성 변수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에서 장애급여가 갖는 역근

로유인 효과나 대안적인 은퇴경로의 의미에 주목한 기존 연구(Autor and Duggan, 

2003; Duggan et al., 2007; Koning and van Vuuren, 2007; Rupp and Stapleton, 

1995)와 달리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제도적 특징에 주목하여 장

애급여제도의 장애기준과 근로유인 변수를 사용한다. 또한 고용할당제도는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제도로 분석모형에서 반드시 통제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고용할당제도의 장애인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는 일부 국가에서 회의적이었고

(Humer et al., 2007; Verick, 2004; Wagner et al., 2001) 이것이 유럽에 장애차별

금지법이 확산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Lalive et al., 2013; 

Wuellrich, 2010)에서는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급여제도

와 고용할당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1수준의 장애 

변수와 상호작용을 설정한다. 또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하였듯이 이들 제도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

는 모형설정은 하지 않는다.

   먼저 장애급여제도의 장애기준과 근로유인 변수는 OECD(2003, 2010)의 자료를 

사용한다. OECD(2003, 2010)는 회원국의 장애정책을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

54) 노동시장 제도 변수에서 ALMP 지출비중에는 결측이 없었지만 실업급여 관대성, 고용보호 엄
격성, 조세격차에는 결측이 있었다. 이 중 고용보호 엄격성과 조세격차는 가장 가까운 시기의 값
으로 대체하였다.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2001~2013년 자료만 제공되는데 국가별로 대체로 
증가 혹은 감소의 추세가 관찰되어 누락된 1999, 2000년 등의 값은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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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책(compensation policy)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정책(integration 

policy)으로 구분하고 정책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각각 10개씩 선정하여 이를 측정

하였다. 장애급여제도55)의 장애기준에 대해서는 보상정책에 두 가지 세부지표가 있는

데, 하나는 장애급여에서 요구되는 최소 장애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완전장애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장애정도이다.56) 또한 통합정책에서 측정한 장애급여제도의 근로유인

은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급여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길게 유지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한 것이다.57) 각 지표는 0~5점으로 측정되며 장애기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세부지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급여자격을 위한 장애기준이 낮고 

장애급여의 근로유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2003)는 2000년, OECD 

(2010)는 2007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는데, OECD(2010)에서만 측정된 국가가 상당

수 존재하고 두 시점 모두 측정된 경우에도 측정값이 변한 경우가 거의 없어 시불변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일부 측정값이 변한 경우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58)

   고용할당제도는 제도의 도입 유무를 변수로 사용한다. 그런데 고용할당제도는 권

고 수준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Greve, 2009: 14; Waddington, 1994). 따라서 실

질적 효력이 있는 고용할당제도만을 인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에 포괄적으

로 적용되면서 할당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할당-부담금 제

도’(quota-levy system)를 시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59) 고용할당제도의 도입 여부에 

55) OECD에서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로 정의한 제도에는 기여 및 비기여제도와 완전장애급여 
및 부분장애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에게 특정화된 조기은퇴제도와 공공부조도 포함
되며, 2년 이상 지급되는 상병급여도 장애급여로 취급된다(OECD, 2010: 43).

56) 장애급여의 최소 장애정도: 0~25%(5점), 26~40%(4점), 41~55%(3점), 56~70%(2점), 
71~85%(1점), 86~100%(0점). 완전장애급여의 최소 장애정도: 50% 미만(5점), 50~61%(4점), 
62~73%(3점), 74~85%(2점), 86~99%(1점), 100%(0점)

57) 장애급여제도의 근로유인: 소득활동을 해도 영구적으로 급여 지급(5점), 상당한 기간 동안 급여 
지급(4점), 장애 이전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에도 급여 지급(3점), 장애 이전 수준의 소득활동까
지만 급여 지급하면서 부분급여 허용(2점), 장애 이전 수준의 소득활동까지만 급여 지급하면서 
부분급여 불허(1점), 약간의 추가적인 소득만 허용(0점)

58)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은 OECD(2003, 2010)에서 모두 누락되어 별도의 자료를 근
거로 판단하였다. 에스토니아는 OECD(2012)가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2012년 기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는 Olaffson(2005)이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한 값을 사
용하였다(2000년 기준). 이스라엘은 별도로 판단한 자료가 없어 이스라엘 국가보험청이 소개한 
장애연금 자료를 근거로 직접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장애연금의 수급을 위한 최소 
장애정도는 60%이기 때문에 2점, 완전장애연금의 최소 장애정도는 74%이기 때문에 2점, 법정 
금액까지의 소득활동이 허용되고 부분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유인은 2점으로 평가하였다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of Israel, 2015). 장애급여제도의 특성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59)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인 24국 중 고용할당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8개국



73

대한 정보는 MISSOC(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데이터베이

스(MISSOC Secretariat, 2014), DOTCOM 데이터베이스(ANED, 2015), 

OECD(2003, 2010)를 통해 파악하였다. 고용할당제도 역시 분석기간인 2000~2010

년 사이에 도입상태가 변한 국가가 없어 시불변 변수로 설정하였다.

  (6) 장애측정 유형

   마지막으로 장애측정 유형은 분석자료인 LIS에서 제공하는 장애 변수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통제하는 변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측정 유형은 크게 네 개

로 나뉘었는데, 이 중에서 장애 출현율이 유사하게 산출되는 활동제약과 만성건강문

제 변수를 하나의 범주로, 그보다 장애 출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근로장애와 

행정적 장애 변수를 다른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근로장애와 행정적 장애 변수에 

의한 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가 많은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활동제약과 만성건강문제 변수를 사용한 국가보다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변수 역시 1수준의 장애 

변수와 상호작용이 설정된다.

   이상과 같은 변수의 정의와 출처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이다(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와 아일랜
드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스페인은 민간부문에도 적용되지만 부담금 제도가 없어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변수(수준) 정의 출처

종속변수: 고용(1)

고용 여부 미고용(ref.), 고용 LIS(2015)

독립변수: 장애(1)

장애 여부 비장애인(ref.), 장애인 LIS(2015)

조절변수: 장애차별금지법(2)

도입 여부 미도입(ref.), 도입 직접 측정(비교법 연구)

장애 정의 특성 미도입(ref.), 특성 범주 직접 측정(비교법 연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 미도입(ref.), 특성 범주 직접 측정(비교법 연구)

〈표 4-4〉 변수정의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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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수준) 정의 출처

통제변수: 인적 특성(1)

성 여성(ref.), 남성 LIS(2015)

연령 25~54(만나이) LIS(2015)

결혼상태 무배우자(ref.), 유배우자 LIS(2015)

가구주 비가구주(ref.), 가구주 LIS(2015)

교육수준 낮음(ref.), 중간, 높음 LIS(2015)

통제변수: 거시경제 충격(2)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의 
최근 3년 평균값

Penn World Table 8.1(Feenstra et 
al., 2015)

통제변수: 조합주의(2)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근로자 대비 노동조합원 
비중(%)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OECD, 2014)

임금협상 적용률 임금근로자 대비 단체협약 
적용 비중(%)

ICTWSS 4.0(Visser, 2013)

임금협상 조정력 1~5, 높을수록 조정력 강함 ICTWSS 4.0(Visser, 2013), 
Olafsdottir(2010)

통제변수: 노동시장 제도(2)

실업급여 관대성 5년 평균 순소득대체율(%) OECD Benefits and Wages 
Statistics(OECD, 2015a)

고용보호 엄격성 0~6, 높을수록 엄격함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OECD, 2014)

ALMP 지출수준 GDP 대비 ALMP 지출 
비중(%)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ECD, 2013c)

조세격차 노동비용 대비 소득세+ 
급여세 비중(%)

OECD Tax Statistics(OECD, 
2015b)

통제변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3)

장애급여제도의 장애기준 0~5, 높을수록 장애기준 
낮음

OECD(2003, 2010, 2012), 
Olafsson(2005)

장애급여제도의 근로유인 0~5, 높을수록 근로유인 
높음

OECD(2003, 2010, 2012), 
Olafsson(2005)

고용할당제도 미도입(ref.), 도입 MISSOC(2015), DOTCOM(ANED, 
2015), OECD(2003, 2010)

통제변수: 장애측정 유형(3)

장애측정 유형 활동제약․만성건강문제(ref.), 
근로장애․행정적 장애

LIS(2015), 직접 조작화

주: 1수준 개인, 2수준 국가-시기(시변 국가특성), 3수준 국가(시불변 국가특성). ref.는 기준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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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1) 분석모형

   앞서 설명한 변수를 포함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모형은 [그림 

4-2]와 같다. 분석모형에는 개인 특성 변수(1수준), 국가의 시변 특성 변수(2수준), 

국가의 시불변 특성 변수(3수준)가 모두 포함된다. 그림에서 통제변수와 그 영향은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장애와 조절변수인 장애차별금지법 특성,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만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3수준
장애측정 유형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웨이브

노동시장 제도

조합주의

거시경제충격

인적 특성

장애

장애차별금지법 특성

고용

2수준

1수준

[그림 4-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모형에 대해 다수준 혼합효과 선형 회귀분석(Multilevel 

Mixed-effects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한다. 또한 확률절편(random intercept)과 

확률기울기(random slope)를 모두 가정하는 확률계수(random coefficient) 모형을 설

정한다. 우선 특정 국가 의 특정 국가-시기 에 속한 개인 의 고용상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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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 하는 1수준 모형은 다음 식과 같다. 여기서 설명변수 는 장애 여부, 

는 1수준 통제변수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 때 

절편 와 장애 변수의 기울기(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 는 2수준인 

국가-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1수준)

   1수준 모형에서의 절편과 장애 변수의 기울기는 2수준인 국가-시기에서 다음과 

같이 모형화된다. 먼저 1수준에서의 절편 는 장애차별금지법의 특성 , 2수준 

통제변수인 거시경제 충격 , 조합주의 , 노동시장 제도 , 그리고 고

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시기별 고유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웨이브 더미변수 

에 의해 설명되며 3수준인 국가에 따라 변하는 절편 를 갖는다. 또한 1수준에서 

장애 변수의 기울기 는 장애차별금지법의 특성 에 의해 설명되며 국가에 따

라 변하는 절편 를 갖는다. 장애 변수의 기울기는 전반적인 고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국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시기별로도 다르지 않는다는 가

정 하에 , , 와 는 를 설명하는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2

수준 모형에서의 설명변수는 모두 시기에 따라 변하는 국가 특성이다. 와 는 

각각 2수준에서의 확률절편과 확률기울기로 국가-시기 수준의 미관측 이질성을 반영

한다.

    (2수준)

 

   2수준 모형에서의 절편 , 는 각각 3수준인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모형화

된다. 여기서는 시기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가의 고유 특성을 설명변수로 포함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와 장애측정 유형 가 포함된다. 와 

 모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기 때문에 장애 

변수와의 상호작용 설정을 위하여 절편과 장애 변수의 기울기에 모두 영향을 주는 변

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와 는 각각 3수준에서의 확률절편과 확률기울기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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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준의 미관측 이질성을 반영한다.

  (3수준)

 

   2수준과 3수준 모형을 1수준 모형에 통합하면 다음과 같이 혼합모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장애 변수 의 확률기울기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2수준

과 3수준에서의 설명변수를 포함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준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포

함된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1수준과 2수준 변수의 상호작용항인 로, 회귀

계수 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가 장애차별금지법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혼합모형)







 2) 추정방법

   이러한 분석모형의 추정을 위한 통계 소프트웨어는 Stata 12.1이며 다수준 혼합효

과 선형 회귀분석을 위한 xtmixe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60)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임에

도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아닌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적용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분석모형에서의 관심이 장애와 장애차별금지법 특성과의 상호작용

이기 때문이다. 비선형모형에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Ai and Norton(2003)에 따르면 비선형모형에서 상호작용항 추정치는 방

향, 크기, 통계적 유의도에서 실제 상호작용 효과를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 이에 따

라 Norton et al.(2004) 등이 비선형모형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구하는 대안적인 방법

60) Stata 13 버전부터 다수준 혼합효과 선형 회귀분석의 명령문은 mixed이다. 하지만 LIS 분석시
스템에서 Stata 12.1을 적용하고 있어 이전 명령문인 xtmixed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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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DeLeire(2004)는 선형확률모형을 실제 상호작용 효과에 대

한 불편(unbiased) 추정치를 제공하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반대로 비선형모형

에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로 상호작용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도 있

다(Greene, 2010; Karaca-Mandic et al., 2012; Puhani, 2008).

   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의 승산비(odds ratio)와 한계효과

(marginal effects)의 불일치 때문에 나타난 논쟁이다. 한계효과는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한 경우의 고용확률 차이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 어

떻게 다른지를 효과로 판단한다. 즉, 절대적 크기의 차이로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승

산비는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행했을 때의 고용될 승산의 

비(ratio)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를 그 비(ratio)로 판단하는 것이

다. 즉, ‘승산비의 비’(ratio of odds ratio)로 상대적 변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자료에서 두 가지 모형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지만 둘 중 하나가 정답은 아니다(Buis, 2001). 또한 이분 종속변수

에 대한 선형모형 추정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 종속변수

의 분포가 확률 0.2~0.8을 벗어날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다면 선형성이나 이분산, 모

형 적합도 등의 측면에서 비선형모형과 거의 차이가 없다(Hellevik, 2009; Von 

Hippe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산비의 비’보다는 확률 차이로 직관적인 이

해와 해석이 가능하고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불편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선형확률

모형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LIS 분석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다. LIS는 자료를 이용

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완성된 통계분석 명령문을 제출하면 분석결과를 회신해주

는 원격분석시스템(LISSY)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으로 인한 비

경제활동과 노령연금으로 인한 퇴직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핵심노동

연령층인 25세에서 54세로 제한하였는데, 분석에 포함되는 LIS 자료는 24개국, 78개 

데이터세트이며 개인 변수에 결측이 없어 실제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사례수는 

1,665,731명에 달한다. 이러한 대규모 자료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

해보았으나 현재 LIS 분석시스템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수준모형

에서 비선형모형은 선형모형에 비해 분석 시간이 수배 더 걸리는데, 분석 자체가 불

가능한 비선형모형은 선택할 수 없었다.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의 추정에는 일반적인 최우(Maximum Likelihood, ML) 추

정을 적용하였다. 다수준모형에서 종종 REML(Restricted ML)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REML은 일반적인 ML에 비해 집단의 수가 적을 때 적절하지만(Raudenbus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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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k, 2002: 52-53), 집단별로 사례수가 다른 불균형자료(unbalanced data)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102, 

166). LIS 분석자료에서 2수준 집단 수는 78개, 3수준 집단 수는 24개로 그리 크지

는 않지만 자료의 불균형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ML을 적용한다. 또한 

i.i.d.(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가정을 완화하고 이분산

(heteroskedasticity)에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고, 확률요소

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61)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다수준모형에서 가

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수준별 표본추출을 고려한 가중치가 필요하지만

(StataCorp, 2013: 323-324) LIS 자료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는 단순히 각 데이터세트

별 표본추출만을 고려한 개인횡단가중치이기 때문이다.

 3) 변수의 평균 중심화

   각 수준별 변수는 평균 중심화를 하였는데 1수준과 2수준 변수는 집단평균 중심

화(group-mean centering), 3수준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하였다. 평균 중심화와 같은 변수의 위치 선택은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와 달리 다수

준모형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변수의 위치 선택에 따라 추정된 회귀계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부 문헌(Raudenbush and Bryk, 2002: 143-149)은 변수의 위

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의 안정성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변수의 위치 선택에

서 정해진 답은 없으며 연구문제와 이론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Enders and Tofighi, 2007; Hofmann and Gavin, 1998; Paccagnella, 2006).

   본 연구에서 1수준과 2수준 변수에 대해 집단평균 중심화를 선택한 것은 순수한 

집단 내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하위수준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전체평

균 중심화를 하면 그 회귀계수에는 집단 내 효과와 집단 간 효과가 혼재되는데, 이는 

집단 내 효과와 집단 간 효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Raudenbush and 

Bryk, 2002: 135-139). 특히 수준 간 상호작용에 관심을 둘 때 하위수준 변수에 대

해서는 집단평균 중심화가 권장되는데(Enders and Tofighi, 2007; Hofmann and 

Gavin, 1998),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3수준 구조이기 때문에 1수준과 2수준 모두 집

61) 확률요소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확률요소 사이의 공분산이 0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률 수준(절편)과 비장애인-장애인 고용확률 격차(장애 변수의 기울기) 사이에 상관관
계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정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194) 공분산을 모수치로 추가하면 추정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실제 확인해
본 결과 공분산이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80

단평균 중심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집단평균 중심화를 하게 되면 1수준의 

장애 변수 회귀계수는 2수준인 국가-시기 내에서의 비장애인-장애인의 고용확률 차

이, 2수준의 장애차별금지법 변수 회귀계수는 3수준인 국가 내에서의 시행 전후 고용

확률 차이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하위수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과관계의 의미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위수준 집단 고유의 미관측 이질성으로 인한 편의에서 자

유로운 고정효과 추정치를 구한다는 장점도 있다(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149-152). 다만 본 연구에서 장애차별금지법 변수를 포함한 2수준 변수의 집

단 내 변량(국가 내 시변 변량)이 매우 작다면 집단평균 중심화에 의한 고정효과 추

정치는 효율성(efficiency)을 상당히 상실한다. 또한 실제로 집단 내 효과와 집단 간 

효과가 동일하다면 중심화를 하지 않거나 전체평균 중심화를 한 추정치가 가장 효율

적이다(Raudenbush and Bryk, 2002: 138). 따라서 2수준 변수의 중심화는 비교법 

연구를 통해 장애차별금지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분석표본의 제한

   LIS 분석자료는 전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세트별 최대 사례수를 

30,000명으로 제한하여 무작위 표본추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표본 

1,665,731명 중에서 실제 다수준모형 분석에는 977,727명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분석

표본을 제한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LIS 자료에서 데이터세트의 규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수준인 데

이터세트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가장 큰 자료(NO10 184,572명)가 가장 작은 자료

(HU09 1,546명)의 119배에 달하며, 3수준인 국가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국가(노르웨

이 396,642명)가 가장 작은 국가(벨기에 2,792명)의 142배에 달할 정도로 사례수의 

차이가 크다. 물론 이렇게 집단 내의 개체 수가 서로 다른 불균형 자료에서 사례수에 

비례한 집단 가중치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결합회귀분석과 달리 다수준모형은 작은 집

단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

은 3수준 자료에서 1수준 분산이 , 2수준 분산이 , 3수준 분산이 , 그리고 2수

준 집단의 사례수를 라고 할 때 2수준과 3수준에 적용되는 집단별 가중치는 다음

과 같다(Raudenbush and Bryk, 200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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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 가중치 = 
 


3수준 가중치 = 

   
 

 



   따라서 의 최솟값이 상당히 클 경우, 그리고 나 에 비해 가 작을 경우에

는 에 관계없이 집단별 가중치가 비슷해진다. 하지만 다수준모형에서도 집단의 사

례수가 클수록 가중치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데이터세트별로 규모의 차이

가 매우 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다수준모형의 복잡성과 LIS 분석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전체 표본으로는 다수준모형의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다수준 로지

스틱 회귀분석의 분석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선형확률모형도 전체 표본

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분석표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분석표

본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세트별 최대 사례수를 설

정하여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분석표본을 제한하였다. 데이터세트별 최대 

30,000명이라는 기준은 표본을 최대한 상실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LIS 분석시스템에서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이 가능한 사례수이다.62)

62) 분석 가능한 최대 사례수는 실제 LIS 분석시스템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
려가면서 다수준모형 분석을 수행하여 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세트별 최대 사례수가 30,000명을 
넘는 경우에는 모형 한 개의 분석에 수일이 걸리거나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 사례수가 30,000
명을 넘어 무작위 표본추출된 데이터세트는 CA(00), DK(00 04), NO(07, 10), PL(99, 04, 07, 
10), US(00, 04, 07, 10)로 1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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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법 분석

제1절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과정과 현황

   연구방법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이 되는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을 파악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첫째, 법률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에 장애

가 포함되고 물적 범위에 고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인적 범위에 장애를, 물적 

범위에 고용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라 하더라도 적용대상이 심각하게 제한된 경우에

는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전통적인 차

별금지 원칙을 규정하였다면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했다고 인정한다. 또한 형식적 측

면에서는 헌법, 형법, 사회보장법 형태가 아닌 공민권법 혹은 노동법 형태의 법률을 

장애차별금지법으로 인정하며, 자치법규나 단체협약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OECD 34개 회원국의 구체적인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과

정과 현황을 EU 회원국 21개국과 비EU 국가 13개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U 회원국은 2000년에 제정된 EU 고용평등지침으로 고용 영역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을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국가

보고서에 지침의 이행 상황이 상세히 소개된다. 앞서 제시한 내용적, 형식적 기준은 

고용평등지침을 완전히 이행한다면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EU 회원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는 대체로 국가보고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비EU 국가는 국제기구가 규제하는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의무가 없고 국가보고

서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공식 문서가 없기 때문에 개

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법률 데이터베

이스와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존 비교법 연구나 사례연구를 통해 법률의 현황을 

파악한 후 법률 원문의 내용과 문헌에서 소개한 내용을 기초로 도입 현황을 직접 판

단하였다.

1. EU 회원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과정과 현황

   EU 고용평등지침은 2000년 12월 2일에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3년 후인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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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Article 18.1). 하지만 회

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령과 장애차별에 대해서는 이행시한을 최장 3년까

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행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국가는 EU 집행위

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였다(Article 18.2). 이에 따라 

장애차별에 대해 이행시한 연장을 신청한 국가는 3개국이었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3

년의 연장을 신청했고 덴마크는 1년의 연장을 신청했다(European Commission, 

2008a). 또한 EU에 새로 가입한 2004년 10개국, 2007년의 2개국, 2013년 1개국은 

가입 전까지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을 완수해야 한다. 따라서 2003년 혹은 2004년까지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첫 번째 이행시한이 경과한 2004년 초의 상황에서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국가가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

하지 않았다(Waddington, 2005: 111-112).

이행시한 해당 국가 비고

2003.12.02.

2004.05.01.

2004.12.02.

2006.12.02.

2007.01.01.

2013.07.01.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프랑스, 영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지침 상의 이행시한

EU 가입일

1년 연장

3년 연장

EU 가입일

EU 가입일

주: 괄호 안의 국가는 OECD 비회원국. 이행시한 연장은 장애차별에 대한 연장임. 연령차별에 대
해서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이 3년, 덴마크가 1년의 연장을 신청하였음

〈표 5-1〉 EU 회원국의 고용평등지침 이행시한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이행강제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고용평등지침과 관

련하여 이행강제절차를 적용한 경우는 28개 EU 회원국 중 확인된 것만 22개국에 달

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룩셈부르크만이 이행강제절차를 적용받지 

않았다(European Commission, 2008b, 2009a, 2010a, 2011a, 2014). 이행강제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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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다는 것은 해당 국내법이 EU 고용평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장애차별금지법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용평등

지침 제정 이전부터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도 모두 이행강

제절차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입법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절차의 내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대상이 되는 21개 EU 

회원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63)

   오스트리아는 고용평등지침에 대한 이행시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2003년까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2004년에 GIBG(평등처우법)를 제정

하였으나 장애는 차별의 사유에서 제외되었으며, 2005년에서야 이른바 ‘장애 패키지’

라 불리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지침을 완전히 이행하였다(ENLENDF, 2005: 

46). 2005년 도입된 법률은 세 개로, 고용에서의 장애차별을 금지한 BEinstG(장애인

고용법), 재화 및 서비스에서의 장애차별을 금지한 BGStG(연방장애평등법), 장애차별

에 대한 평등기구 설립을 규정한 BBG(연방장애법)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스트

리아의 차별금지법에서 일부 차별행위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고 차별적 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08년 차별금지법이 

개정된 후 종결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9b). 하지만 이는 장애차별금지법

의 도입 자체를 부정할 만큼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고서가 판단한 것

과 같이 2005년을 오스트리아가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벨기에는 2003년에 장애를 차별의 사유로 포함하는 Act of 25 February 2003(차

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드물게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시한을 준수하였다. 하지만 이 법

은 정치적 의견과 언어를 차별에 대한 사유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 벨기에 헌법의 평

등 및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일부 무효화되

었다(Bribosia and Rorive, 2014: 8). 벨기에는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 2007년 새로운 

세 개의 차별금지법을 동시에 도입하였는데, 이 중 GAFA(일반차별금지법)가 고용 영

역에서 장애차별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시작된 이행강제절

차를 2014년 현재까지 종결하지 않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평등기구의 권한 부족이다

(European Commission, 2014: 12). 이를 결정적인 문제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007년 도입된 GAFA를 벨기에의 장애차별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

   체코는 EU 가입 이전인 2003~2004년에 걸쳐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려 하였는데, 

63) 법률은 모두 약칭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약칭은 공식적인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경우
도 있다. 법률의 완전한 영문 및 원어 제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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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노동법, 고용법 등 노동 및 고용관계를 다루는 

법률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원칙을 반영하였다(Boučková, 2010: 5). 하지만 EU 집행

위원회는 체코에 고용평등지침에 대한 이행강제절차를 적용했는데, 법률에 차별의 유

형이 정의되지 않았고 차별의 물적 범위도 제한적이며 장애를 명시적인 차별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건강상태만을 언급하여 모든 장애근로자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이유였

다(European Commission, 2008c). 특히 마지막 이유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자체

를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는 단일 차별금

지법의 도입은 2006년에 처음 시도되었지만 의회에서 부결되었다(Boučková, 2007: 

3). 2008년 다시 법안이 상정되어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2009년 의회가 법안을 재의하여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Law 198/2009(차

별금지법)가 제정되었다(Boučková, 2010: 5).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근거로 체코에 대한 이행강제절차를 종결하였으며(European Commission, 

2010b), 이를 체코에 도입된 최초의 장애차별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규제되며(이른바 ‘덴마크 모델’) 

별도의 노동재판소가 단체협약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차별금지 또한 일정 정도 단

체협약이 다루고 있다(Justesen, 2014: 6). 그런데 덴마크의 단체협약이 차별금지 원

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6년 덴마크 의회가 APDLM(노동시장차

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덴마크 최초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에

서 장애는 차별의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평등지침 제정 이후 덴마크는 장애차

별에 대해 1년의 이행시한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덴마크 정부가 이 분야에서의 

지침 이행이 단체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Hansen, 2006: 7). 하지

만 그러한 시도는 무산되었으며 2004년 12월 APDLM에 대한 개정(Act No. 1417)

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장애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다.

   에스토니아는 2004년 5월 EU 가입 전까지 고용평등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했

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 정부는 평등처우법안을 마련하였지만 2003년 의회에서 부

결되었으며, 2004년 4월 기존 LEC(고용계약법)를 개정함으로써 고용평등지침의 내용

을 일부 반영하였다(Poleshchuk, 2014: 5-6).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에스토니아에 

이행강제절차를 적용하였는데, 인적 범위에서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 제외되고 차별금

지의 원칙이 제한적이며 장애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European Commission, 2008c). 이후 에스토니아 정부와 의회

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2007~2008년 사이 의회에서 세 번이나 법안이 부결

된 끝에 2008년 12월 최종적으로 LET(평등처우법)가 제정되었으며(Polesh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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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기존 LEC의 차별금지 조항은 삭제되고 LET를 준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후 EU 집행위원회의 이행강제절차는 2009년에 종결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9c).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2004년 개정된 LEC는 공무원과 자영업자를 적용

에서 제외하지만 구직자는 제외하지 않으므로 2008년 LET와 함께 에스토니아의 장

애차별금지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핀란드는 고용평등지침 이행시한이 조금 지난 2004년 1월 NDA(차별금지법)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자치주인 올란드 제도(Åland Islands)에는 적용되지 않

으며, 올란드 제도는 2005년 11월에 고용평등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Hiltunen, 2014: 8).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고서는 핀란드의 고용평등지침 

이행이 다소 늦었다고 설명하지만 올란드 제도의 인구가 핀란드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4년을 핀란드가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시기로 간주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핀란드도 EU 집행위원회의 이행강제절차를 적용

받았지만 그 사유는 인적 범위나 물적 범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등 핵심적인 사항

이 아니었으며, 이행강제절차는 2007~2008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09년에 종결되었

다(European Commission, 2008c, 2009b).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EU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착수

했는데,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사유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은 2001년 11월의 Law 

2001-1066(차별금지법)에 의해 Labor Code(노동법)에 반영되었다(Latraverse, 2014: 

8). 하지만 프랑스는 장애차별에 대해 3년의 이행시한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는 고용

평등지침에서 장애차별과 관련한 핵심조항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연장된 이행시한이 종료되기 전인 2005년 11월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

회법)를 통해 노동법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추가하고 Code of Social Welfare(사

회복지법)의 장애 정의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을 

완료하였다(Latraverse, 2014: 10).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행강제절차를 통해 노

동법에서 일부 차별행위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European Commission, 2008c), 프랑스는 2008년 5월 Law 2008-496(차별금지개정

법)을 통해 노동법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Latraverse, 2014: 9). 따라서 프랑스에

서는 노동법이 장애차별금지법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차별금지의 원칙은 2001년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2005년에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2001년 6월 SGB IX(사회법전 제9권)에 사업주의 합리적 편의제공을 의무

화하고 2002년 4월 BGG(장애인평등법)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BGG는 서비스 영역에

서의 장애차별을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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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후 수년간의 논쟁을 거쳐 이행시한을 한참 넘긴 2006년 8월에야 고용

평등지침을 이행하는 AGG(일반평등처우법)가 도입되었다(Mahlmann, 2014: 4).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개시된 이행강제절차를 통해 독일 차별금지법이 가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장애차별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가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08c, 2009c). 

EU 집행위원회는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률안과 다른 국내법의 조항들을 제시

한 독일 정부의 답변을 수용하여 2010년 이행강제절차를 종결하였지만(European 

Commission, 2010c),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여전히 

고용평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Mahlmann, 2014: 59).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면 고

용 영역에서 독일의 장애차별금지법은 2006년 AGG로 볼 수 있고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부분적으로 SGB IX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는 이행시한을 약 1년 초과한 2005년 1월 고용평등지침을 문자 그대로 번

역하여 Law 3304/2005(평등처우법)를 제정하였다(Theodoridis, 2014: 8). 이는 차별

금지의 최소원칙을 정하고 회원국이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정하도록 한 고용평등지침

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Law 3304/2005는 일부 공공부문과 자영업 

등을 적용에서 제외하였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행강제절차에서 소방직의 적용제외

만을 지적하였을 뿐이었고(European Commission, 2008c) 현재까지 아무런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스의 Law 3304/2005는 민간부문의 일부(특히 자영업자)

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흠결을 갖고 있지만 구직자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리

스의 차별금지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헝가리는 EU 가입을 앞둔 2003년 12월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ETA(평등

처우법)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ETA는 장애차별과 관련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1998년에 제정된 RPDA(장애인권리법)

에 관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RPDA에서의 편의제공 의무는 모

집‧채용 단계에 적용되지 않았고 편의의 형태도 물리적 조정에 국한되었다(Kάdάr, 

2007: 2). EU 집행위원회도 이행강제절차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제한적 적용

을 문제로 삼았는데(European Commission, 2008c, 2010d), 2007년 RPDA의 개정으

로 모집‧채용 단계로 편의제공 의무가 확장되고 항변 요소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2009년 헝가리의 

평등처우자문위원회(Equal Treatment Advisory Board)가 ETA 개정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EU 집행위원회가 2007년 개정

된 RPDA를 근거로 이행강제절차를 종결하였기 때문에 헝가리의 차별금지법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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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지침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Kάdάr, 2014: 58-59).

   아일랜드는 고용평등지침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

었는데, 고용 영역에서는 1998년 6월 EEA(고용평등법), 재화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2000년 4월에 ESA(평등지위법)를 제정하였으며 두 법률 모두 장애를 차별의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두 법은 2004년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를 포함하여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O’Farrell, 2014: 4).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2007년에 이행강제절차

를 적용하였는데,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종교차별에 대한 것이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8년 이행강제절차가 종결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8c, 2008d).

   이탈리아는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 2003년 7월 Decree 216/2003

(고용평등처우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보고서는 이탈리아가 기존에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차별금지 조항을 폐지하거나 통합하지 않은 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이 

중복 적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Favilli, 2014: 6), 2006년 3월에는 장애차별

만을 다루는 별도의 Law 67/2006(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고용 이외의 영역으로 보호 범위를 확장한 것을 제외하면 차별금지 원칙에서는 

Decree 216/2003과 다르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에 이행강제절차를 적

용하였는데, 차별금지법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

로 지적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9c). 이행강제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이 부

분이 보완되지 않자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이탈리아를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제

소하기에 이른다(European Commission, 2011b).64) 2013년 7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가 이탈리아의 고용평등지침 위반을 확정판결한 직후 이탈리아는 Decree 216/2003을 

개정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Favilli, 2014: 35).

   룩셈부르크는 EU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시한을 직전에 두고서야 지침의 이행에 착

수했으며 이행시한이 한참 지난 2006년 11월에 두 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침

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 중 Law of 28 November 2006(차별금지법)은 공공과 민

간을 모두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며, Law of 29 November 2006(공무원차별금지법)

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이다(Hoffmann, 2014: 7). 또한 Law 

of 28 November 2006으로 기존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이 개정되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추가되었다(Hoffmann, 2014: 35). EU 집행위원회는 룩셈부

64) EU 집행위원회가 고용평등지침의 불이행을 사유로 이행강제절차를 거쳐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국가는 이탈리아가 유일하다.



89

르크가 고용평등지침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절차를 적용하지 않았

다.

   네덜란드는 고용평등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1994년부터 차별금지법인 GETA(일반

평등처우법)를 시행했지만 차별의 사유에 장애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4

월에 DDA(장애차별금지법)가 제정되었으며 고용평등지침 이행시한에 맞추어 시행되

었다. DDA는 처음 제정되었을 때 고용과 직업교육에만 적용되었으나 2009년 개정으

로 교육과 주거 영역까지 적용이 확장되었다(Holtmaat, 2014: 7). EU 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에 적용한 이행강제절차에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정의 등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2011년 11월 네덜란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08c; Holtmaat, 2014: 10). 네덜란드는 GETA, DDA 외

에도 ETA(남녀고용평등법), ADA(연령차별금지법)를 시행하고 있으며, 네 개의 차별

금지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201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일 차별금지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Holtmaat, 2014: 7-8).

   폴란드는 2001년, 2003년에 걸친 Labour Code(노동법) 개정으로 EU 가입 전에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려 하였다. 또한 2008년 노동법의 추가 개정으로 차별의 정의

를 수정하고 보호영역을 확장하였다. 하지만 폴란드의 노동법은 근로계약관계에만 적

용되어 자영업자, 구직자 등이 제외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Bojarski, 

2014: 61). EU 집행위원회도 이행강제절차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장애와 관련

해서는 일부 직종에 차별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구직자나 훈련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거론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0d).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구직자가 적용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폴란드의 노동법을 장애차별금지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폴란드에서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0년 12월 

ETA(평등처우법)를 제정함으로써 고용평등지침을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Bojarski, 2014: 4). 또한 ETA는 기존의 DPA(장애인법)를 개정하여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를 추가하였다.

   포르투갈은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Labour Code(노동법)를 

개정하여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속성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노동법에 포함된 편의제공 규정은 적극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

고 있어 고용평등지침에 부합하지 않았다(Malheiros and Rosado, 2014: 10-11). 포

르투갈은 노동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장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

려 했는데, 2002년에 다섯 개에 달하는 법률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 여당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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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고 만다(Malheiros, 2006: 6-7). 이후 2006년 8월 Law 46/2006(장애차별금지

법)이 제정되었는데, 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노동법이 몇 차례 개정되고 자영업에 대한 차별금지법(Law 3/2011)도 제정되었지

만 노동법의 편의제공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를 완전히 도입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민간영역에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

기 때문에 2003년 개정된 노동법과 2006년의 Law 46/2006을 포르투갈의 장애차별

금지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는 EU 가입일이 조금 지난 2004년 5월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는 

ADZ(차별금지법)를 제정하였다. ADZ는 장애차별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포함하

여 고용평등지침과 다른 EU 평등지침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다(Debrecéniová and Dlugošová, 2014: 7).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이행강제절차

를 통해 차별의 정의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ADZ가 몇 차례 개정된 이후 

2009년 이행강제절차를 종결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9d).

   슬로베니아는 2002년 4월 ZDR-1(고용관계법), 2004년 4월에는 ZUNEO(평등처

우법)를 제정하여 EU 가입 이전에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였다. 두 법은 모두 장애를 

차별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ZDR-1은 ZUNEO

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Šalamon, 2014: 16). 또한 슬로베니아는 추가적으

로 2004년 5월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담은 

ZZRZI(장애인고용법)를 제정하였다. 고용 영역에서 장애차별의 이슈에 한정하면 

ZUNEO나 ZZRZI가 ZDR-1보다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ZDR-1을 장애차별금지법의 시작이라 간주할 수 있다. 또한 ZDR-1의 차별금지 원

칙은 모집 및 채용 단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 영역에서의 장애차별금지법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없다(Šalamon, 2014: 49). 하지만 슬로베니아는 세 법률에서 모

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ZDR-1과 ZZRZI에 편의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ZDR-1에서는 직무변경,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한적

인 수단만 제시되고 ZZRZI는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다(Šalamon, 2014: 35-38). 2010년 11월 제정된 ZIMI(장애인기회평등법)가 슬로

베니아 최초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고용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따라서 슬로베니아의 장애차별금지법은 2002년에 도입되었지만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은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시한이 조금 지난 2003년 12월 두 개의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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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였는데, 이 중 Law 62/2003(사회조치법)은 장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속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다루며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접근

성을 다루는 법이다. 또한 두 법 모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Law 

62/2003은 기존의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를 개정하여 고용 영역에서의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추가하였고, Law 51/2003은 일반적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

하였다. 스페인은 2007년 장애차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화한 Law 49/2007(장애

인평등영역처벌법)을 추가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은 다른 국가와 달리 Law 

26/2011(장애인권리협약적응법)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때 기존의 차별금지법도 장애 정의

를 포함하여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다(Cachón, 2013: 7). 2013년 11월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통합을 다루는 기존 세 개의 법률(Law 13/1982, 51/2003, 

49/2007)을 통합하여 RDL 1/2013(장애인권리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2008년부터 통합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는데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

를 거쳐 차별의 사유와 적용 영역의 확장, 평등기구의 역할 강화, 연계차별 인정 등 

기존 Law 62/2003(사회조치법)을 상당히 보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2011년 의

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 총선 패배로 정권이 교체되어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Cachón, 2014: 8).

   스웨덴은 2000년 전후로 상당히 많은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다. 1990년대에는 고

용 영역에 적용되는 네 개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는데, 1991년에 SFS 1991:433(성

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SFS 1999:130(민족차별금지법), SFS 1999:132(장

애고용차별금지법), SFS 1999:133(성적지향고용차별금지법)이 동시에 제정되었다. 이

른바 ‘1999년 법’(1999 Acts)이라 불리는 세 개의 법률은 ‘EC 13조 지침’을 예상하

여 도입된 것이다(Numhauser-Henning, 2006: 6). 2000년대에는 추가적으로 고용 

이외의 영역에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는데, 2001년 SFS 2001:1286(고등교

육차별금지법), 2003년 SFS 2003:307(사회서비스차별금지법), 2006년 SFS 2006:67

(아동학생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세 법은 모두 장애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스

웨덴은 2008년 이러한 일곱 개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여 SFS 2008:567(차

별법)을 제정하였다(Norberg, 2014: 8). 따라서 고용 영역에서 장애차별은 1999년부

터 SFS 1999:132, 2009년부터는 SFS 2008:567의 적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는 2007년 스웨덴에 적용한 이행강제절차를 통해 소송절차 등에서의 문제점 몇 가지

를 지적하였으며 2010년 이행강제절차를 종결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8c, 

20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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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은 1970년대부터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였으며 장애차별에 대해서는 1995년 DDA 1995(장애차별법)를 제정

하여 차별금지 영역에서 방대한 판례와 규범을 축적하였다. DDA 1995는 EU 고용평

등지침 제정 이후 2003~2004년에 걸쳐 차별의 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공적 기능에서의 차별금지를 강화하고 장애의 

정의 등을 개정하여 DDA 2005로 법률명이 바뀌었으며 2010년에는 EqA 2010(평등

법)에 통합되었다.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EqA 2010에 의한 차별금지법 통합

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오랜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 각 법률마다 판

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법리의 복잡성과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었다(McColgan, 

2011: 7).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

된 차별법검토위원회가 2007년 보고서를 통해 단일 차별금지법을 제안하고 2008년 

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EqA 2010 제정이 실현되었다

(Discrimination Law Review, 2007; UK Government, 2008). 하지만 DDA 2005와 

EqA 2010은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만 시

행되었으며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지역에는 여전히 DDA 1995가 적용되고 

있다.65)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인구가 영국 전체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한 만큼 그레

이트브리튼 지역에 적용된 법률로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 특징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파악한 21개 EU 회원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현황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2. 비EU 국가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과정과 현황

   비EU 국가 13개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는 유럽 지역, 북

미와 오세아니아 지역, 남미 지역, 아시아 지역의 순서로 파악하였다. 먼저 OECD 회

원국이면서 유럽 지역에 위치한 비EU 국가로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가 있다. EU 회원국의 고용평등지침 이행상황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유

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는 추가적으로 EU 가입후보국 일부와 유럽경제지역

65) 현재 북아일랜드에서 시행되는 장애차별금지법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Amendment) Regulations (NI) 2004, Disability Discrimination (Northern Ireland) Order 
2006에 의해 개정된 DDA 19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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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률명[약칭] 제정(시행)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오스트리아 (AD+RA) Act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EinstG]

2005.08.10.
(2005.08.11.)

장애 
특정

고용 
특정

벨기에 (AD+RA) Act of 10 May 2007 Pertaining to Fight 
against Certain Forms of Discrimination [GAFA]

2007.05.10.
(2007.06.09.)

장애 
포함

고용 
포함

체코 (AD+RA) Law No. 198/2009 on Equal Treatment and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2009.04.23.
(2009.09.01.)

장애 
포함

고용 
포함

덴마크 (AD+RA)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etc., as amended by the Act No. 1417 
of 22 December 2004, Consolidated Act No. 1349 of 
16 December 2008 [APDLM]

2004.12.22.
(2004.12.28.)

장애 
포함

고용 
특정

에스토니아 (AD) Law on Employment Contracts [LEC] 2004.04.22.
(2004.05.01.)

장애 
포함

고용 
특정

(AD+RA) Law on Equal Treatment [LET] 2008.12.11.
(2009.01.01.)

장애 
포함

고용 
특정

핀란드 (AD+RA) Non-Discrimination Act 21/2004 [NDA] 2004.01.20.
(2004.02.01.)

장애 
포함

고용 
특정

프랑스 (AD) Law No. 2001-1066 of 16 November 2001 
Relating to the Fight against Discriminations

2001.11.16.
(2001.11.16.)

장애 
포함

고용 
특정

(RA) Law No. 2005-102 of 11 February 2005 for 
Equal Opportunities and Integration of Disabled Persons

2005.02.11.
(2005.02.11.)

(AD) Law No. 2008-496 of May 27 2008 Relating to 
the Adaptation of National Law to Community Law 
in Matters of Discrimination

2008.05.27.
(2008.05.27.)

장애 
포함

고용 
특정

독일 (RA) Social Code IX [SGB IX] 2001.06.19.
(2001.06.23.)

(AD) General Law on Equal Treatment [AGG] 2006.08.14.
(2006.08.18.)

장애 
포함

고용 
특정

그리스 (AD+RA) Law 3304/2005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Religious or Other Beliefs, Disability, 
Age or Sexual Orientation

2005.01.16.
(2005.01.27.)

장애 
포함

고용 
특정

헝가리 (AD) Act CXXV of 2003 on Equal Treat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Equal Opportunities [ETA]

2003.12.28.
(2004.01.27.)

장애 
포함

고용 
포함

(RA) Act XXVI of 1998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Guaranteeing of their Equal 
Opportunities [RPDA]

2007 개정
(2008.01.01.)

아일랜드 (AD+RA) Employment Equality Act [EEA] 1998.06.18.
(1999.10.18.)

장애 
포함

고용 
특정

〈표 5-2〉 EU 회원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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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률명[약칭] 제정(시행)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이탈리아 (AD+RA) Legislative Decree No. 216/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0/78/EC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2003.07.09.
(2003.08.28.)
(2013.08.23.)

장애 
포함

고용 
특정

(AD) Law No. 67/2006, Provisions on the Judicial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Discrimination

2006.03.01.
(2006.03.21.)

장애 
특정

고용 
포함

룩셈부르크 (AD) Law of 28 November 2006 2006.11.28.
(2006.12.09.)

장애 
포함

고용 
특정

(RA) Law of 12 September 2003 on Disabled Persons 개정

네덜란드 (AD+RA) Act on Equal Treatment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or Chronic Illness [DDA]

2003.04.03.
(2003.12.01.)

장애 
특정

고용 
포함

폴란드 (AD)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Field of Equal 
Treatment [ETA]

2010.12.03.
(2011.01.01.)

장애 
포함

고용 
특정

(RA) Act on the Vocational and Soci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DPA]

개정

포르투갈 (AD) Law 99/2003 of 27 August 2003 adopting the 
Labour Code [Labour Code]

2003.08.27.
(2003.08.27.)

장애 
포함

고용 
특정

(AD) Law 46/2006 of 28 August 2006 which Prohibits 
and Punishes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and 
on a Pre-existing Risk to Health

2006.08.28.
(2006.08.29.)

장애 
특정

고용 
포함

(AD) Law 3/2011 which forbids any Discrimination on 
the Access and Exercise of Independent Work and 
which transposes into National Law Directives 
2000/43/EC, 2000/78/EC and Directive 2006/54/EC

2011.02.15.
(2011.02.20.)

장애 
포함

고용 
특정

슬로바키아 (AD+RA) Act No. 365/2004 Coll. on Equal Treatment 
in Certain Areas and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ADZ]

2004.05.20.
(2004.07.01.)

장애 
포함

고용 
포함

슬로베니아 (AD) Employment Relationship Act [ZDR-1] 2002.04.24.
(2003.01.01.)

장애 
포함

고용 
특정

(AD) Act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ZUNEO]

2004.04.22.
(2004.05.07.)

장애 
포함

고용 
포함

(AD)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ZZRZI]

2004.05.21.
(2004.06.25.)

장애 
특정

고용 
특정

스페인 (AD+RA) Law 51/2003 on Equal Opportunities, 
Nondiscrimination, and Universal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3.12.02.
(2003.12.04.)

장애 
특정

고용 
포함

(AD+RA) Law 62/2003 on Fis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Measures

2003.12.30.
(2004.01.01.)

장애 
포함

고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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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 가맹국에 대해서도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66) 이 중 OECD 회

원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 3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스위스는 개별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아이슬란드와 터키는 아직까지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아이

슬란드에서 현재 시행되는 차별금지법은 GEA(성평등법) 뿐이다. EU 가입후보국인 

아이슬란드가 아직까지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EU 가입을 위해서는 

지침의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고용평등지침의 내용을 

66)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는 EU 가입후보국에는 마케도니아(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아이슬란드, 터키가 있으며, EEA 가맹국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가 있다. EU 가입후보국은 가입 전까지 EU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EU 회원국이 
아닌 EEA 가맹국은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EEA 협정이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EU의 법이 EEA의 법으로 통합되지만 고용평등지침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Chopin 
and Germaine, 2014: 5; European Economic Area, 2013).

국가 법률명[약칭] 제정(시행)
인적 
범위

물적 
범위

(AD+RA) Law 13/1982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Disabled People

개정 장애 
특정

고용 
포함

(AD+RA) Law 49/2007 on Offences and Sanctions in 
the Field of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2007.12.26.
(2008.03.27.)

장애 
특정

고용 
포함

(AD) Law 26/2011 on normative adaptation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1.08.01.
(2011.08.03)

장애 
특정

고용 
포함

(AD+RA) General Law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Social Inclusion [RDL 1/2013]
 *Law 13/1982, 51/2003, 49/2007 통합

2013.11.29.
(2013.12.04.)

장애 
특정

고용 
포함

스웨덴 (AD+RA)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on Grounds of Disability Act [SFS 1999:132]

1999.03.11.
(1999.05.01.)

장애 
특정

고용 
특정

(AD+RA) Discrimination Act [SFS 2008:567]
 *SFS 1999:132 통합

2008.06.04.
(2009.01.01.)

장애 
포함

고용 
포함

영국 (AD+R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DDA 1995]
 *DDA 2005 시행 이후 Northern Ireland에만 적용

1995.11.08.
(1996.12.02.)

장애 
특정

고용 
포함

(AD+R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 [DDA 2005]
 *Great Britain(England, Wales, Scotland)에만 적용

2005.04.07.
(2005.12.05.)

장애 
특정

고용 
포함

(AD+RA) Equality Act 2010 [EqA 2010]
 *DDA 2005 통합. Great Britain에만 적용

2010.04.08
(2010.10.01.)

장애 
포함

고용 
포함

주: AD=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 RA=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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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Gudmundsdottir, 2014: 3). 터키는 헌법, 노동법, 형법 등에 차별금

지 조항을 갖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장애를 차별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나 

차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2005년 제정된 LPD(장애인법)가 장애의 정의를 포함하고 특히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

지하고 있다. 하지만 LPD에서 차별금지 조항은 법률 규정에 의거한 서비스로 제한되

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Kurban, 2014: 6). 

터키 역시 아이슬란드와 같은 EU 가입후보국이기 때문에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Kurban, 2014: 6).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 터키와 달리 EU 가입후보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으로 차별금지법이 잘 발달되어 있다. 현재 노르웨이의 주요 차별금지법으로는 1978

년 GEA(성평등법), 2005년 ADA(민족종교차별금지법), 2005년 WEA(노동환경법), 

2008년 AAA(장애차별금지법) 2013년 SOA(성적지향차별금지법)가 있다. AAA는 고

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장애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도 규정하

고 있어 이를 노르웨이의 장애차별금지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McClimans, 2014: 7). 

노르웨이는 EU 가입후보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EU의 차별금지지침이 노르웨이에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2009년 

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단일화하고 보호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2011년 정부는 단일 법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2013년 

SOA를 제정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을 개정하였다(McClimans, 2014: 6).

   스위스는 EU 회원국도 EEA 가맹국도 아니지만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영역에서 

EU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만은 사실이다. 스위스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시도

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6월 스위스의 시민단체가 장애인의 평등권 조항

을 헌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발의하였는데,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헌법 

개정보다는 새로운 연방법의 제정을 선호하였다(Steinmeyer, 2003: 60). 이에 따라 

2002년 LHand(연방장애인평등법)가 제정되어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

률은 스위스에서 연방성평등법 이후 두 번째로 도입된 차별금지법으로 소개된다. 하

지만 LHand는 민간부문의 고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건물, 교육훈련, 공

공서비스 등에서의 접근성 보장과 불평등 해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고용에서의 차

별금지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문헌(Degener, 

2005; 2006)에서 LHand를 스위스의 장애차별금지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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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포괄하는 장애차별금지법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OECD 회원국 중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호주

와 뉴질랜드는 언어와 함께 시장자유주의 경제체제, 연방제 정치체제(뉴질랜드 제외)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의 영역에서 국

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국가이며 타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장애차별금지법으로 평가받는 ADA(미국장애

인법)를 포함한 공민권법의 발전은 흑인, 여성 등의 소수집단에 대한 공민권 운동이

라는 역사적 유산의 산물이다(Burgdorf, 1998: 3). 하지만 Civil Rights Act of 1964

(공민권법)에는 장애가 명시되지 않았다. Rehabilitation Act of 1973(재활법)은 장애

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한 세계 최초의 법률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베트남전쟁 

퇴역군인들을 고려하여 제정된 이 법은 제정 이후 4년이 지나서야 시행지침

(regulation)이 제정되었고 민간부문의 고용차별은 적용되지 않았다(Kim and Fox, 

2011: 271-272). 이후 재활법의 한계를 체감한 미국의 장애운동 세력은 1980년대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다른 소수자 단체와 연합하여 연방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하였다(Percy, 1993: 92). 또한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NCD)67)가 1986년, 1988년에 발표한 두 개의 보고서(US NCD, 1986; 1988)에서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연방장애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권고한 직후 법안이 마련되었으

며, 1990년 7월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ADA가 제

정되었다. ADA는 영역에 따라 1990년부터 차례로 시행되었으며 고용 영역을 다루는 

제1장(Title I)은 2년 후인 199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연방법인 ADA는 공공과 민

간의 전 영역에 적용되며 ADA와 유사한 내용의 주법을 시행하는 주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차별금지에 대한 주

법을 시행하지 않은 주도 있었고 ADA 시행 이후에는 주정부에서 그보다 낮은 수준

의 보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ADA가 시행된 1992년을 미국이 장애차별금지법

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해로 간주할 수 있다.68) 이후 2008년 ADA는 장애 정의의 수

67) 미국의 국가장애위원회(NCD)는 대통령, 의회, 연방정부 등에 장애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독
립적 연방기구이다. 1978년 교육부 산하의 자문위원회로 출범하여 1984년 독립기구로 전환되었
다.

68) 미국에서 1990년 ADA 제정 이전에 각 주별로 시행하고 있던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Beegle and Stock(2003), Jolls and Prescott(2004)가 조사한 바 있다. Beegle and Stock(2003)
에 따르면 51개 주 중에서 민간부문까지 포괄하는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주는 1980년 33
개에서 1990년 49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까지 규정한 주는 1980년 4개에
서 1990년 29개로 확대되었다. Jolls and Prescott(2004)는 Beegle and Stock(2003)의 조사에서 
부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ADA 시행 이전에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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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DAAA(ADA개정법)에 의해 개정되었다.

   캐나다는 종종 같은 북미 대륙에 위치한 미국과 비교하여 고용 영역에서 ADA와 

같은 포괄적인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소개되기도 한다(Atkins, 

2006). 하지만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주의가 갖는 성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규제적 연방주의(regulatory federalism)를 채택하는 미국에서 연방법인 ADA

는 모든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에 적용되며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Percy, 1993).69) 

반면 미국보다 연방정부의 관할권이 약한 캐나다에서 연방법은 연방정부와 연방정부 

관할의 일부 민간영역에만 적용되고 주정부와 나머지 대부분의 민간영역은 주법이 적

용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는 주정부의 법률까지 함께 고려해

야 한다. 캐나다에서 장애차별금지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률로는 1982년 제정된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캐나다권리자유헌장)와 1977년의 CHRA 

(캐나다인권법)가 있다. 권리자유헌장은 캐나다 헌법의 일부로 실질적 효력을 갖고 있

다고 보기 힘들지만 제15조의 평등권 조항에 장애를 명시하였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둔 헌장 제15조는 1985년에 발효되었고 같은 해 CHRA가 개정되어 장애가 차별의 

사유로 추가되었다(Rioux and Patton, 2014: 147). 하지만 연방법인 CHRA는 연방

정부 및 연방정부 관할의 민간부문에만 적용되며 일부 민간부문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매우 작다. 캐나다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민간부문은 주법

의 적용을 받는데 1940년대부터 1975년까지 모든 주에서 인권법(Human Rights 

Code)이 제정되었다(Jeffrey and Rosen, 1979: 42). 하지만 각 주의 인권법에 장애가 

차별의 사유로 추가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의 일이다(Etherington, 2000). 따라서 캐

나다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고 1985년 CHRA

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몇몇 문헌에서 1986년 제정된 연

방법 EEA(고용평등법)를 차별금지법의 맥락에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Atkins, 

2006; Degener, 2005; Hendriks, 2002), 이 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고

용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로 적극적 조치 수단에 가깝다(Hoentzsch, 2006: 807).

   호주는 1992년 DDA(장애차별법)를 도입하여 고용을 포함하여 주거, 교육, 시설접

근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였다. 호주에는 네 개의 차별금지법이 있

는데 DDA 이외에 1975년 RDA(인종차별법), 1984년 SDA(성차별법), 2004년에는 

한 주는 총 47개로 이 중 29개 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없이 전통적 차별금지 조항만 규정
하였고(입법 시기는 1969~1986년), 18개 주는 전통적 차별금지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까지 규
정하였다(입법 시기는 1972~1988년).

69) 예외적으로 ADA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주법보다는 ADA가 우선하지 않지만 
ADA 제정 당시 대부분의 주법은 그렇지 않았다(Percy, 19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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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연령차별법)를 제정하였다(Smith, 2008: 95). 그런데 호주도 연방국가로서 

DDA 도입 이전에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장애를 포함하여 인종, 성 등에 대한 포괄

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었다(Handley, 2001: 515).70) 하지만 호주의 연방제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법적 관할을 공유하기 때문에 DDA의 도입이 지방정부

의 차별금지법을 폐지시키거나 제약하지는 않았다(Prince, 2010: 205-206). 따라서 

호주에서 개인은 연방법인 DDA와 지방정부의 차별금지법 중에서 보호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DDA를 도입할 때 주된 관심이 기존의 지방정부 차별

금지법과의 조화였다는 점(Hamilton, 2000: 206), 그리고 1992년 이후에 일반차별금

지법을 도입한 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주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시기와 내용은 

DDA를 통해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1990년 제정된 BORA(권리장전법)와 

1993년 제정된 HRA(인권법)로 보장된다. 성문 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뉴질랜드에서 

두 법률은 뉴질랜드의 헌법을 구성하는 법률로 인정되지만 의회의 단순 다수결에 의

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법규(supreme law)로 보기는 어렵다(Butler, 

2011: 2).71) 두 법률 중 뉴질랜드의 장애차별금지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HRA

이다. BORA는 공공부문의 차별행위만을 금지하는 반면, HRA는 공공부문을 포함하

여 민간부문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의한 구제절차와 장애와 차별의 정의는 물론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남미에 위치한 칠레와 멕시코는 모두 로마카톨릭의 종교적 보수성이 강한 국가로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하지만 칠레와 달리 멕시코는 1994년 발효

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72)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칠레에 비해 멕시코는 비교적 조기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다.

70) 이러한 호주 지방정부의 일반차별금지법은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2년 DDA
가 도입되기 직전에 대부분 도입이 완료되었지만 태즈메이니아(Tasmania) 지방정부의 차별금지
법은 1998년에 도입되었다(Handley, 2001: 515).

71) Degener(2005)는 HRA를 뉴질랜드의 헌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법률의 실질적인 성격과 내용
을 고려하면 Butler(2011)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Ricci et al.(2004), United 
Nations(2006)도 HRA를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로 소개하고 있다.

72)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NAALC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보충협정으로 세계 최초로 국제무역협정에 연계된 국제노
동협정이다. 또한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협력위원회(Commission for Labor Cooperation)
는 1919년 ILO 이후 설립된 유일한 국제노동기구이다. NAALC는 부록 1(노동원칙)에서 인종, 
종교, 연령, 성 혹은 다른 사유에 의한 고용차별의 제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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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멕시코는 1970년부터 LFT(연방노동법)에 의해 근로관계에서 차별에 대한 보

호를 제공했지만 차별의 사유에 장애는 포함되지 않았다(Commission for Labor 

Cooperation, 2007; Schiaffino, 2012). 이후 2001년 ‘차별금지연구시민위원회’(Civic 

Commission on Studies against Discrimination)73)를 조직하여 포괄적인 연방차별금

지법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2003년 멕시코 최초의 차별금지법인 LFPED(연방차별금

지법)가 제정되었다. LFPED는 멕시코 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고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차별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

다. 또한 2014년 3월 법률을 개정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합리적 편

의제공 거부를 차별행위로 간주하였다. 2011년에 제정된 LGIPD(장애인통합법)는 사

회복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금지와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LGIPD에서 차별금지 의무와 처벌규정은 정부부문에만 적용되어 실

질적인 장애차별금지법이라 할 수는 없다.

   칠레 사회는 남미에서도 특히 보수적인데 이혼이 2004년에야 합법화되었고 낙태

는 아직까지 모든 상황에서 금지된다(Americas Quarterly, 2012). 칠레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주된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Huffpost Gay Voices, 2012). 하지만 2012년 3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칠레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이후 UN 

인권고등판무관도 칠레에 대해 증오범죄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도입을 촉구

하였다(Chakrabarty, 2012; Radcliffe, 2012).74) 이후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입법이 진행되어 2012년 7월 칠레 최초의 차별금지법인 Law 20609가 제

정되었다. 하지만 Law 20609는 다른 국가의 일반적인 장애차별금지법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이다. 차별을 정의하고 장애를 포함한 차별의 사유와 소송절차를 정하

고 있지만 차별의 정의가 직접차별에 국한되고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도 명시되어 있

지 않으며 소송 이외에 평등기구를 통한 구제수단은 마련하지 않았다(Díaz García, 

2013; Solar, 2013).75) 이 외에 칠레의 노동법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를 

73) 2001년 출범한 ‘차별금지연구시민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시민단체 등의 구성원 161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연방차별금지법안을 제시하였다(Commission for Labor Cooperation, 2007: 
72-73).

74) 이 사건에서 네 명의 범인은 남성 동성애자 다니엘 자무디오(Daniel Zamudio, 당시 24세)를 
장시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신체를 훼손하였다. 자무디오는 과거 동성애자클럽 출입 
후 그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왔고 사건 발생 하루 전 네오나치인 범인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adcliffe, 2012). Law 20609는 칠레에서 ‘자무디오법’이라 불리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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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Munita and Casorzo, 2012: 71). 또한 일부 문헌

(Degener, 2005; Jiménez, 2000)에서 1994년 Law 19284(장애인통합법)를 칠레의 장

애차별금지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법은 주로 장애인의 기회평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사회보장법이라 볼 수 있다. Law 19284를 대체한 2010년의 Law 

20422(장애인평등기회법)에 차별과 합리적 편의의 정의가 추가되었지만 차별금지는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었고 민간에는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제공의 일부만을 의무로 부

과하였다.76) 따라서 칠레의 장애차별금지법은 Law 20609이며 Law 20422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일부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는 이스라엘, 한국, 일본이 있다. 이스라

엘은 지리적으로 중동에 위치하며 유럽 지역에 가깝지만 주로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반면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사회정책

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은 장애인에 대한 고

용정책에서 차별금지와 기회평등을 강조하는 미국식 접근보다는 고용할당제도에 기반

을 둔 유럽식 접근을 오랫동안 채택해 왔으며, 한국은 그러한 일본의 제도를 상당 부

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적 조류와 함께 확산된 장애차별금지법에 있

어서만큼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측면이 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금지는 1981년 제정된 EEOL(고용기회평

등법)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EEOL은 차별의 사유로 장애를 명시하지 않았고 1988년

과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차별의 사유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장애는 포함되지 

않았다(Mor, 2005: 232; Rimmerman and Avrami, 2009). 이후 1995년 장애옹호단

체 ‘Bizchut’가 마련한 법안을 이스라엘 의회(Knesset)가 받아들여 심의하였으며 1998

년 이스라엘 최초의 장애차별금지법인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이 제정되었다

(Rimmerman et al., 2005; Rimmerman and Avrami, 2009; Rimmerman et al., 

2015). ERPWDL의 모태가 된 Bizchut의 법안은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앵글로-아메리

카적인 접근과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초점을 두는 스칸디나비아 접근

이 결합된 것으로 평가된다(Mor, 2005: 289). 하지만 1998년 ERPWDL은 애초 법

안에서 접근성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일부만을 수용되었으며, 2005년 개정

된 ERPWDL에서 공공장소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고용 영역

75) Law 20609에서는 ‘자의적 차별’(arbitrary discrimination)을 금지한다. 법률 제2조에 제시된 
자의적 차별의 정의는 직접차별의 개념과 유사하다.

76) Law 20422에서 민간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교육, 훈련, 고용에서의 선발과정에 한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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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차별금지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법률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1998년을 이스라엘의 고용 영역에서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시기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장애운동에 의해 촉발되었다. 2000년부터 시작

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2003년 4월 전 장애계를 포괄하는 ‘장애인차별금

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유동철, 2011: 225; 이

승기, 2007: 231).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는 2002년 당시 노무현 대

통령선거 후보자가 공약으로 수용하고 이후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기 때

문에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으나 2004년 10월 청와대가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의 원칙

을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면서 장추련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이승기, 2007: 232). 장애차별에 대한 별도 입법을 주장한 장추련은 2004

년 11월 법안을 마련하여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발의로 2005년 9월 국회에 상정

하였으나 국회는 장추련 법안의 심의를 보류하였다. 이후 2006년 장추련의 격렬한 항

의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에 대한 별도 입법을 수용하였고, 정부도 빈부격

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장애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동기획단이 구성된다(남찬섭, 2007: 8; 이승기, 2007: 233- 

234). 민관공동기획단은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의 회의를 거쳐 법안을 조

정하였는데, 논의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열린우리당(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정화원 

의원)도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남찬섭, 2007: 8-9; 이승기, 2007: 237-239). 

이러한 정치권의 경쟁적인 움직임과 함께 2007년 초 장추련의 입법 투쟁으로 국회에

서 민주노동당안, 열린우리당안, 한나라당안을 병합심의한 후 2007년 3월 국회 본회

의 표결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 통과되었다(이승기, 2007: 239-240; 유동철, 2011: 233-234). 장애인차별금

지법은 2007년 4월 10일 공표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1960년부터 시행한 고용할당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정책에서 사회복지 접근

이 지배적이었으며 서구의 ‘인권 접근’ 혹은 ‘기회평등 접근’을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

(Hasegawa, 2007; Heyer, 1999; Sakuraba, 2008). 하지만 일본도 국제적 조류 속에

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혹은 차별금지에 대한 원칙을 법제화하려 했는데, 2002년 

장애를 포함한 포괄적인 인권보호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

은 채 의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되는 등 입법화가 쉽지 않았다(Human Rights Osaka, 

2003; Ricci et al., 2004). 또한 별도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장애단체의 계속되

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4년 ｢장해자기본법｣ 개정으로 선언적인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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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만을 추가하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기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Ohta, 

2004). 일본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

선 2009년이며 이후 자민당 정권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2013년 6월 ｢장해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해차별해소법’)이 제정되었다(정희경, 허숙

민, 2014). 장해차별해소법은 2014년 1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함께 일본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 및 평등 접근을 수용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민간부문의 합리적 편의제공을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등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장해차별해소법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됨에도 불

구하고 민간부문의 고용 영역은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장해차별해소법 제13조는 민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장해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해자고용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

년 6월 장해자고용촉진법도 함께 개정되었는데, 구제수단이 미흡한 한계에도 불구하

고 구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였다. 

2013년 제정된 장해차별해소법과 개정된 장해자고용촉진법은 모두 2016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일본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EU 국가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현황은 <표 5-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소결

   1990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ADA(미국장애인법)가 장애인의 평등을 위한 세계 

최초의 선언이라 자평하면서 스웨덴, 일본, 소비에트연방,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12개국이 유사한 법률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Burgdorf, 1998: 3). 이후 ADA의 영향이 분명한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의 장

애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부시의 예상이 실현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부시가 언급한 국가

들은 이후에도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Burgdorf(1998)는 역사적, 사회

적, 정치적,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부시의 예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이 확산된 1990년대까지의 상황만으로 판

단한다면 Burgdorf(1998)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스웨덴이 1999년 장애차

별금지법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 EU가 고용평등지침을 제정한 이후 2010년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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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지막으로 모든 EU 회원국이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일본도 2013년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함으로써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소비에트연방을 제외하면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모든 국가들이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까지

만 해도 ‘미국 방식’(Waddington, 1994)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차별금지법이 이제는 

국가 법률명[약칭] 제정(시행)
인적 
범위

물적 
범위

호주 (AD+R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DDA] 1992.11.05.
(1993.03.01.)

장애 
특정

고용 
포함

캐나다 (AD+RA) Canadian Human Rights Act 1985 [CHRA] 1985.04.17.
(1985.04.17.)

장애 
포함

고용 
포함

칠레 (RA) Law No. 20422 Establishing Rules on Equal 
Opportunities and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0.02.03.
(2010.02.10.)

(AD) Law No. 20609 Establishing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2012.07.12.
(2012.07.24.)

장애 
포함

고용 
포함

아이슬란드 미도입 - - -

이스라엘 (AD+RA) Equal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5758-1998 [ERPWDL]

1998.02.23.
(1999.01.01)

장애 
특정

고용 
포함

일본 (AD+RA) 장해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해자고용촉진법]

2013.06.19.
(2016.04.01.)

장애 
특정

고용 
특정

멕시코 (AD+RA)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LFPED]

2003.04.29.
(2003.06.11.)

장애 
포함

고용 
포함

뉴질랜드 (AD+RA) Human Rights Act 1993 [HRA] 1993.08.10.
(1994.02.01.)

장애 
포함

고용 
포함

노르웨이 (AD+RA)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on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No. 42 of 2008, No. 61 of 2013) [AAA]

2008.06.24.
(2009.01.01.)

장애 
특정

고용 
포함

한국 (AD+R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04.10.
(2008.04.11.)

장애 
특정

고용 
포함

스위스 미도입 - - -

터키 미도입 - - -

미국 (AD+R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1990.07.26.
(1992.07.26.)

장애 
특정

고용 
포함

(AD+RA) ADA Amendments Act of 2008 [ADAAA]
 *ADA 개정

2008.09.25.
(2009.01.01.)

장애 
특정

고용 
포함

주: AD=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 RA=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의무

〈표 5-3〉 비EU 국가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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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이것을 미국 

방식이 유럽 방식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독일, 프랑스 등 장애인 고용정책

을 고용할당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유럽 국가들은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서 

이전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할당제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방식을 따랐

던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다.77)

   [그림 5-1]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차별금지법은 1990대까지만 해도 캐나다, 미국, 

77) 유일한 예외는 1995년 DDA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고용할당제도를 폐지한 영국이다.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JP

CL

PL

CZ

NO

KR

BE

DE

LU

AT

GR

DK

EE

FI

SK

HU

IT

MX

NL

PT

ES

SI

FR

SE

IE

IL

UK

NZ

AU

US

CA

주:  미도입,  도입,  시행. 미도입국: IS(아이슬란드), CH(스위스), TR(터키)

[그림 5-1]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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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특히 2003년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

인다. 2003년은 EU 고용평등지침의 이행시한으로 이는 2000년대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에 EU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아직까지 장

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 3개국으로 미국과 

EU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국가들이었다.

   OECD 회원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의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표 5-4>는 인적 범위에서 장애에 특정된 법률인가 혹은 장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적 속성을 포괄하는가, 그리고 물적 범위에서 고용에서의 차별만을 다루는

가 혹은 고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다루는가에 따라 각국의 장애차

별금지법을 분류한 결과이다. 고용 영역에서의 장애차별에 한정된 법률을 제정한 국

가는 오스트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4개국뿐이다. 하지만 2009년 스웨덴이 기존

의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였고 네덜란드는 물적 범위를 고용 외로 확장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일본뿐이다.

구분 고용 특정 고용 포함

장애 특정

AT(05-) JP(16-) NL(03-09) SE(99-08) AU(93-) IL(99-) IT(06-) NL(09-)

NO(09-) PT(06-) SI(04-) KR(08-)

ES(03-) UK(96-10) US(92-)

장애 포함

DK(04-) EE(04-) FI(04-) FR(01-) BE(07-) CA(85-) CL(12-) CZ(09-)

DE(06-) GR(05-) IE(99-) IT(03-) HU(04-) MX(03-) NZ(94-) SK(04-)

LU(06-) PL(11-) PT(03-) SI(03-) SI(04-) ES(04-) SE(09-) UK(10-)

주: 시행연도 기준. 여러 개의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였으
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만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은 제외함. 음영은 EU 회원국

〈표 5-4〉 장애차별금지법의 인적‧물적 범위

   이보다는 장애와 함께 다른 인적 속성까지 포함하거나, 고용에 제한하지 않고 다

양한 물적 영역을 포괄하거나, 혹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장애 포함 & 고용 특정’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도입

한 국가와 ‘장애 특정 & 고용 포함’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이 EU 회원국과 비EU 국가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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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정 & 고용 포함’ 형태에도 다수의 EU 회원국이 있지만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장애 포함 & 고용 특정’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EU 회원국과 비EU 국가 간의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이는 ‘장애 포함 & 고용 특정’ 형태가 EU 고용평등지침의 특성이고, ‘장애 특정 & 

고용 포함’ 형태가 미국 ADA의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현

상이다. ‘장애 포함 & 고용 포함’ 형태로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EU 회원국과 비EU 국가 사이에 다양했다.78)

   두 번째 특징적인 점은 기존에 존재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경향

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과 영국인데, 스웨덴은 ‘장애 특정 & 

고용 특정’ 형태의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를 1999년부터 시행하였으나 

SFS 1999:132를 포함하여 기존의 7개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SFS 2008:567(차별법)을 

2008년 제정하였다. ‘장애 특정 & 고용 포함’ 형태의 DDA 1995(장애차별법)를 시행

하던 영국은 EqA 2006(평등법)으로 기존의 평등기구를 통합하였으며,79) EqA 2010

(평등법)으로 DDA 1995(장애차별법)를 포함한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였다. 국

가보고서에 의하면 두 국가가 단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법률 자체의 복잡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다만 영국이 서로 다른 법률에서

의 법리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컸다면, 스웨덴은 한 분야에서의 법적 발전을 다

른 분야에 더 빨리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다(McColgan, 2011: 7; Norberg, 

2014: 10). 이 외에도 비록 실패하였지만 스페인이 2011년에 단일 차별금지법의 제

정을 시도한 바 있으며(Cachón, 2014: 8),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현재 단일 차별금

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Holtmaat, 2014: 7-8; McClimans, 2014: 6). 이러한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성과 인종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이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

으로 확대되면서 사법적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향후 차별금지법이 성숙되어가면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8) ‘장애 특정 & 고용 특정’의 차별금지법이 시행중이라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 없
는 것은 아니다. 장애에 적용되지 않거나 고용을 제외한 영역에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은 분석에
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79) EqA 2006으로 기존에 영국의 그레이트브리튼 지역을 관할하던 세 개의 평등기구 즉, 인종평등
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 장애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RC),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가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로 통합되어 2007년 10월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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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는 OECD 34개국 중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장애

의 정의는 단순하게 차별금지법의 정의 규정에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

의 장애 정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판단근거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의 기본적인 개념을 직접 정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였는가를 유형별로 파악할 것이다. 이는 각국

의 장애 정의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기본적인 장애 개념 외에도 장애의 구

체적인 개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완적 판단근거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보

완적 판단근거를 본 연구에서 장애 정의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평

가기준에 따라 각국의 장애 정의의 특성을 분석한다.

1. 장애 정의의 유형과 판단근거

   모든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사유(grounds) 혹은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속성

(characteristics)을 제시하지만 차별금지법 내에서 그러한 사유나 속성의 구체적인 정

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지 않은 것에는 다양

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관련된 타 법률에 장애의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

고, 차별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차별행위 자체에 무게를 두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며, 보다 단순하게는 EU 회원

국의 경우 고용평등지침이 장애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Waddington 

and Lawson(2009: 19)은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지 않은 EU 회원국의 경우 

국내 법원이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장애의 정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

회보장법에서 규정한 협소한 장애 정의를 사용할 우려도 크다고 보았다.

   하지만 각국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

도 대부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의 개념이 정립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차별금지법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률의 부속서류

인 법안준비문서나 법안설명서에서 장애의 정의를 제시한 경우, 국내 법원의 판례로 

장애 정의가 확립된 경우가 있다. 물론 핀란드와 같이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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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정의되지 않은 국가도 있었다. 따라서 각국에서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

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80) 하지만 이

러한 기준으로 31개 국가를 배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었는데, 법률 제‧개정 등에 따

라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동시에 정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 장애 정의 방식의 유형

  (1)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직접 정의하는 경우

   우선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의 정의를 직접 규정한 국가가 많았는데 호주, 오스트리

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슬로베니

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장애 정

의 규정이 제시된 경우는 비록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가 결정된다 하더라

도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률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사법적 불확실성

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고용 영역에 한정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경우에는 다른 영역

의 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 정의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사법적 통일성을 기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 아일랜드의 EEA(고

용평등법), 스웨덴의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 규정은 고용 

이외의 영역에 적용되는 오스트리아의 BGStG(연방장애평등법), 아일랜드의 ESA(평등

지위법), 스웨덴의 SFS 2001:1286(고등교육차별금지법), SFS 2003:307(사회서비스차

별금지법), SFS 2006:67(아동학생차별금지법)에서의 규정과 동일하다.

   이 중 에스토니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장애 정의 규정이 없었다가 이후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규정이 신설된 경우이

다. 이는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적 변화를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에스토니아의 LET(평등처우법), 프랑

스의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슬로베니아의 ZZRZI(장애인고용법), 스페인

80) Waddington and Lawson(2009)은 EU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 유형을 ① 장애 
정의가 없는 경우, ②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경우, ③ 차별금지법이 다른 법률의 장애 
정의를 차용하는 경우, ④ 차별금지법에서 두 개의 장애 정의를 규정하는 경우의 네 가지로 구
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로 모든 국가를 포괄하지 못한 채 대표적인 사례만을 제시한 점, 
법률에서의 장애 정의 규정에 한정하여 분류한 점, 그리고 해당 연구가 발표된 이후의 차별금지
법 발달을 고려하여 더 포괄적인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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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aw 26/2011(장애인권리협약적응법)과 RDL 1/2013(장애인권리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장애 정의는 기존에 준용하던 사회보장법에서의 협소한 장애 개념에서 탈피하

거나 UN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장애 정의와 유사하게 

규정되었다.

  (2)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지 않고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국가로는 

칠레,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폴란드, 포르

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있다. 이 중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은 처음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다가 이후 

법률을 제‧개정하면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직접 정의하였다.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경우 준용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독일의 경우 AGG(일반평등처우법)의 법안설명서가 장애의 정의에 대해 

SGB IX(사회법전 제9권)와 BGG(장애인평등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국내 판례에 의해 이러한 준용이 확립되었다(Mahlmann, 2014: 32).81) 나머지 국가

는 장애 정의 준용의 확실한 근거가 없었는데, 유럽의 국가보고서는 대체로 해당 국

가에서 가장 지배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가 준용될 것

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간접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의 국가보고서는 Law of 28 November 2006

(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에 규정하였기 때문에 Law of 12 September 2003의 장애 

정의가 준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offmann, 2014: 17-18). 또한 포르투갈의 

Law 46/2006(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와 ‘심각한 건강위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

서도 ‘장애’는 정의하지 않은 채 ‘심각한 건강위험’만 정의하였는데, 이는 Law 

38/2004(장애인법)의 포괄적인 장애 정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슬로바키

아 국가보고서도 ADZ(차별금지법)가 ZSP(사회보험법)의 장애 정의를 준용한다고 판

단하였는데, 이는 Labour Code(노동법)가 ZSP의 장애 정의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Debrecéniová and Dlugošová, 2014: 30).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법률은 대부분 사회보장

81) Federal Labour Court [BAG], 22 October 2009, 8 AZR 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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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었다. 칠레의 Law 20422(장애인평등기회법), 그리스의 Law 2643/1998(고용할당

법), 헝가리의 RPDA(장애인권리법), 이탈리아의 Law 104/1992(장애인법), 룩셈부르

크의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멕시코의 LGIPD(장애인통합법), 폴란드

의 DPA(장애인법), 포르투갈의 Law 38/2004(장애인법), 슬로바키아의 ZSP(사회보험

법) 등이 해당 국가의 차별금지법이 장애의 정의를 준용하는 법률로 모두 사회보장법

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독일과 슬로베니아가 있다. 독일이 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

를 준용한 법률은 사회보장법인 SGB IX(사회법전 제9권)와 함께 BGG(장애인평등법)

가 있는데 BGG는 고용 이외의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차별금지법이다. 또한 SGB IX

와 BGG의 장애 정의는 동일하다. 슬로베니아는 2002년 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보장법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다가 2004년 별도의 장애차별금지법인 ZZRZI(장애

인고용법)를 제정하면서 장애를 직접 정의하였다. 그런데 2010년 고용 이외의 영역에 

적용되는 ZIMI(장애인평등기회법)가 제정되면서 ZZRZI의 정의보다 포괄적으로 장

애를 규정하였다. 슬로베니아 국가보고서는 ZZRZI의 장애 정의가 유지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는 차별금지의 영역에서 ZIMI의 장애 정의가 적용될 것

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고용 영역의 장애차별에 적용되는 법률이 ZZRZI 외에도 일

반차별금지법인 ZUNEO(평등처우법)가 있기 때문이다(Šalamon, 2014: 20).

  (3) 차별금지법의 부속서류에 제시한 경우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의 개념을 법률의 부속서류인 법안준비문서나 법안설

명서에 제시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덴마크의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과 노

르웨이의 AAA(장애차별금지법)는 법률에서 장애를 정의하지 않았으나 법안준비문서

에 장애의 정의가 제시되었으며(Justesen, 2014: 26; McClimans, 2014: 19-20), 벨

기에의 GAFA(일반차별금지법)는 법안설명서에 장애 정의가 제시되었다(Bribosia and 

Rorive, 2014: 46-47). 또한 네덜란드의 DDA(장애차별금지법)는 법안준비문서와 법

안설명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Holtmaat, 2014: 20). 독일의 

AGG(일반평등처우법)는 법안설명서가 장애를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안설명서가 장애 정의에 부분적인 역할을 한 경우라 할 수 

있다(Mahlmann, 2014: 32).

   물론 법안준비문서와 법안설명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국내 법원에서 장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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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건을 다룰 때 이러한 문서를 참고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법원에서 장애차별 사건을 다룰 때 이러한 부속서류에 제시된 

정의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덴마크는 2007년 국내 판례에서 법원이 법안준비

문서의 장애 정의를 인용하여 사법적 효력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Olsen, 2008: 

13).82)

  (4) 국내 법원의 판례로 장애 정의가 확립된 경우

   벨기에와 덴마크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가 판례로 확정되었다. 벨기에는 

2007년 GAFA(일반차별금지법)를 제정할 당시 장애를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고 법안

설명서에 제시하였으나, 2013년 국내 법원이 장애차별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의 Chacón Navas 판례를 인용함으로써 국내 판례에 의해 새로운 장애 정의가 확립

되었다(Bribosia and Rorive, 2014: 47).83) 덴마크는 2004년 APDLM(노동시장차별

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에 제시된 장애의 정의를 2007년 국내 판례가 인용하였기 때

문에 판례가 장애 정의 확립에 부분적인 역할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Olsen, 2008: 

13). 또한 덴마크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2014

년 Kaltoft 사건의 당사국이었고 2013년 국내의 다른 장애차별 사건에서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의 장애 정의를 인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2013년 이후 판례에 

의해 새로운 장애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84) 독일도 AGG(일반평등처우법)

의 법안설명서가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도록 한 것이 2009년 국내 판례에서 

확정되었고, 2013년 국내 판례에서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의 정의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판례가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Mahlmann, 2014: 32).85)

  (5) 장애 정의가 없는 경우

   핀란드는 31개국 중 유일하게 장애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의 정의가 전혀 제

82) Western High Court, 11 October 2007, Judgment U.2008.306V

83) Labour Appeal Court of Brussels, 9 January 2013, Judgment No. 2013/118

84) Supreme Court, 13 June 2013, Judgment U.2013.2575H

85) Federal Labour Court [BAG], 19 December 2013, 6 AZR 190/12. 이 판례에서 독일의 연방
노동재판소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의 정의를 인용하면서도 기존의 장애 정의가 더 넓을 수 
있다고 보았다(Mahlmann, 20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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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물론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직접 장애를 정의하지 않은 국가는 

많았지만 핀란드를 제외하면 모두 타 법률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거나, 법률의 부속서

류에서 정의하거나, 판례에 의해 장애 정의가 확립되었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자치

주인 올란드 제도의 차별금지법 법안준비문서가 장애를 정의하고 있지만(Hiltunen, 

2014: 26), 이 정의가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기대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핀란드의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의 개념은 뒤에 제시할 

보완적 판단근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2) 장애 정의에 대한 보완적 판단근거

   앞서 제시한 장애 정의의 유형은 장애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가 무엇인지 혹

은 장애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였는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각국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의 특성은 이러한 기본적 개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인

적 범위는 그러한 기본적 개념으로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각국의 장

애차별금지법과 EU 회원국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 장애 개념 외에 구체

적인 장애의 개념을 결정하는 보완적인 판단근거들이 상당히 존재하였으며 이를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기본적 개념 이외의 사법적 판단근거

   기본적 장애 개념 외에 장애 정의의 세부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사법적 판

단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장애차별금지법 내의 차별금지 규정

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법원의 판례 및 평등기구의 결정례이다. 이러한 판단근거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장애 개념의 요소는 대부분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의 포함과 관련된 것이지만 장애의 심각성이

나 지속성 조건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장애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차별행위의 정의와 함께 그러

한 차별행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규정하는데, 이 때 간주장애나 연계차별

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체코의 Law 198/2009(차별금지

법), 프랑스의 Law 2001-1066(차별금지법), 헝가리의 ETA(평등처우법), 네덜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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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장애차별금지법), 노르웨이의 AAA(장애차별금지법), 슬로바키아의 ADZ(차별금

지법) 등의 차별금지 조항은 ‘간주된 속성’ 혹은 ‘간주된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 아일랜드의 EEA(고

용평등법, 2004년 개정 이후), 노르웨이의 AAA(장애차별금지법), 스페인의 RDL 

1/2013(장애인권리법), 스웨덴의 SFS 1999:132(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 2003년 개정 

이후), SFS 2008:567(차별법) 등의 차별금지 규정은 연계차별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판례나 평등기구의 결정례에서 확인된 장애 정의의 구체적인 요소는 대부분 

연계차별과 관련된 것이다. 벨기에의 2013년 루뱅노동재판소의 판례는 유럽연합사법

재판소의 2008년 Coleman 판례를 인용하며 연계차별을 인정하였고(Bribosia and 

Rorive, 2014: 53-54),86) 덴마크의 2010년 서부고등법원 판례, 프랑스의 2010년 캉

항소법원 판례도 연계차별을 인정하였다(Justesen, 2014: 34; Latraverse, 2014: 36

).87) 영국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연계차별을 인정한 Coleman 사건의 당사국이었으

며 이후 2009년 고용항소재판소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해석을 확정하면서88) 연

계차별이 인정되었다(McColgan, 2014: 45). 법원의 판례보다는 사법적 구속력이 약

하지만 헝가리와 네덜란드의 평등기구에서도 결정례를 통해 연계차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Holtmaat, 2014: 26-27; Kάdάr, 2014: 27).89) 연계차별 외에도 오스트리아

의 2007년, 2013년 판례는 간주된 사유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였고(Schindlauer, 

2014: 25), 덴마크의 2012년 평등기구 결정례와 2013년 동부고등법원 판례는 장애의 

심각성(Olsen, 2014: 27), 아일랜드의 2003년 노동재판소 판례는 장애의 지속성에 대

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O’Farrell, 2014: 22).90) 미국은 1995년, 1999년, 2002

년 판례 등 다수의 국내 법원 판례가 장애의 심각성과 지속성, 간주장애에 대한 기준

을 결정하였다.91)

86) Labour Court of Leuven, 10 December 2013, Judgment No. 12/1064/A

87) 덴마크 Western High Court, 22 June 2010, Judgment U.2010.2610V; 프랑스 CAEN 
Appeals Court, 17 September 2010, Case No. 08/04500

88) Employment Appeal Tribunal, 30 October 2009, [2010] IRLR 10, EBR Attridge Law LLP 
& Anor v. Coleman

89) 헝가리 Equal Treatment Authority, Case No. 72/2008, Case No. EBH/23/2011; 네덜란드 
Equal Treatment Commission, 23 November 2006, Opinion 2006-227; Equal Treatment 
Commission, 15 June 2011, Opinion 2011-90

90) 오스트리아 LG ZRS Wien, 30 March 2007, Nr. 35R68/07w; Supreme Court, 24 July 
2013, Nr. 9ObA40/13t; 덴마크 Board of Equal Treatment, 9 May 2012, Decision No. 
275/2012; Eastern High Court, 11 January 2013, Case No. B-58-12; 아일랜드 Labour 
Court, 12 December 2003, ED/02/1, Customer Perception Ltd. v. Leydon

91)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Seventh Circuit, 5 January 1995, 44 F.3d 538, Lor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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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상태가 차별의 사유로 포함된 경우

   건강상태는 장애 정의와 관련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쟁점이 되었는

데,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장애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손상’과 상당히 밀접한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건강상태와 장애의 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불명확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2006년 Chacón Navas 판례에

서 질병(sickness)은 장애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Paragraph 44), 고용평등지침에 명

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Paragraph 57). 이는 질병

과 구분되는 장애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이해되지만 질병과 장애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사건에서 다시 한 번 

건강상태(state of health) 혹은 질병(illness)과 장애의 관계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

다. 이 판결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질병이 선천적 요인이나 사고의 결과와 함께 

장애의 기원(origin) 중의 하나이며(Paragraph 40), 치료가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질

병이 장애의 개념에 해당하는 제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애 개념에 포괄될 수 있다고 

하였다(Paragraph 41). 이에 따라 2014년 Kaltoft 사건에서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비만 역시 장애 개념에 해당하는 제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건강상태 혹은 질병은 장애의 기원 중 하나로 인정되었을 

뿐 그 자체가 장애 개념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서 건강상태나 질병이 장애와 함께 차별의 사유로 규정될 경

우 장애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와 건강

상태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더라도 실제 차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를 활동․참여 제약의 조건 없이 단순한 

손상의 존재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 정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Ring and Skouboe 

Werge 판결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애의 기원은 질병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사고 등

Vande Zande v.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2 June 1999, 527 U.S. 471, Karen Sutton and Kimberly Hinton v. United 
Air Lines, In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2 June 1999, 527 U.S. 516, Vaughn 
L. Murphy v. United Parcel Service, In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2 June 
1999, 527 U.S. 555, Albertson’s, Inc. v. Hallie Kirkingburg;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9 January 2002, 534 U.S. 184, Toyota Motor Manufacturing, Kentucky, Inc. v. Ella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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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며 건강문제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괄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어느 정도의 심각한 건강상태나 질병이 차별의 사유가 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이는 각국의 법률에서 건강상태나 질병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판단

해야 할 것이다.

   건강상태 혹은 질병을 차별의 사유로 명시한 국가로는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

스,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GAFA(일반차별

금지법)는 ‘실제 혹은 미래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특징’, 칠레의 Law 20609(차별금

지법)는 ‘질병’,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는 ‘건강’, 프랑스의 Law 2001-1066(차별

금지법)은 ‘건강’과 ‘유전적 특성’, 헝가리의 ETA(평등처우법)는 ‘건강상태’, 멕시코의 

LFPED(연방차별금지법)는 ‘건강상태’, ‘신체적 외모’, ‘유전적 특성’을 차별의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특징’이나 ‘유전적 특성’은 질병 이외의 건강상태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유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상태의 개

념을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혹은 어떠한 종류의 건

강상태가 차별의 사유가 되는지 파악할 수 없었으며 건강상태가 장애와 어떠한 관계

인지에 대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장애에 한정된 차별금지법에 질병과 관련된 차별 사

유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장애와의 관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네덜란

드의 DDA(장애차별금지법)는 장애와 함께 ‘만성질환’을 차별의 사유로 포함하는데, 

법안준비문서에 따르면 장애와 만성질환은 모두 장기간 지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만 장애는 손상이 회복 불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며, 법안설명서에 따

르면 만성질환과 달리 장애는 참여의 제한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Holtmaat, 2014: 

20). 즉 네덜란드 DDA에 적용되는 만성질환은 장기간 지속되는 손상이라는 점에서 

장애와 같지만 손상의 회복 불가능성이나 참여의 제한과 같은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손상을 가진 사람이 비록 향후 회복이 가

능하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사회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포르투갈도 Labour Code(노동법)가 장애 혹은 ‘만성질환’을 차별의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며, Law 46/2006(장애차별금지법)도 장애와 ‘심각한 건강위험’을 명시

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건강위험의 정의를 살펴보면 ‘완전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삶의 질의 변화를 야기하고’, ‘조기 장애나 기대여명의 상당한 감소를 유발하는’ 장기

적인 질병으로 정의되어 상당히 심각한 건강문제로 이해된다(Article 3c). 따라서 이 

정도의 심각한 건강위험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의 범주에 해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활동과 참여의 제약’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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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상태를 장애와 함께 차별의 사유로 포함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범위한 손상

이 포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자체로 장애를 상당히 폭넓게 정의하는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상태를 차별의 사유로 명시한 각국의 차별금지법은 건강상

태의 범위를 짐작할만한 단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건강상태를 정의하는 

경우에도 장기간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애의 개념을 파악할 때 건강

상태 사유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차별의 사유가 개방적으로 제시된 경우

   장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속성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 차별금지법의 경우 대부분 차

별의 사유가 되는 속성을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특정한 차별 사유를 제시한 후 ‘다른 속성’과 같은 표현을 추가하여 차별의 사

유를 개방적으로 제시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로는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다른 속성’에 어떠한 사유가 포함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다른 속성’이 장애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장

애의 전체적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ADZ(차별금지법)에서 차별 사유에 ‘다른 상태’를 제시하였으

나 그 개념이 무엇인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보고서(Debrecéniová and 

Dlugošová, 2014)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슬로베니아도 ZDR-1(고용관계

법)과 ZUNEO(평등처우법)가 차별의 사유를 ‘다른 개인 상황’을 포함하여 개방적으

로 규정하였는데, 슬로베니아 국내 법원에서는 실제 차별 사건에서 ‘다른 개인 상황’

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족, 건강상태, 결혼상태, 범죄기록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Šalamon, 2014: 16). 하지만 슬로바키아는 물론 슬로베니아도 ‘다른 속성’이 장애의 

개념과 범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핀란드와 헝가리는 국가보고서가 ‘다른 속성’을 장애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핀란드는 NDA(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에 ‘개인과 관련된 다른 어

떠한 이유’를 포함하여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고서는 이러한 개방적인 차

별 사유는 각 차별 사유의 정확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NDA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포함한 핀란드 사법체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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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iltunen, 2014: 24). 실제 국내 법원에서도 특정 차

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인과 관련된 다른 이유’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고 한다. 헝가리의 ETA(평등처우법)도 차별 사유에 ‘다른 속

성’(other situation, attribution or condition)을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헝가리의 평

등기구가 차별로 판정한 사건 중 상당수가 ‘다른 속성’을 사유로 한 것이었고 그 종

류도 매우 다양했다(Kάdάr, 2014: 20). 이러한 이유로 양국의 국가보고서는 개방적인 

차별 사유를 장애의 정의와 관련하여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 등이 

포함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핀란드는 이것을 매우 광범위한 장애 개념의 근거로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4) UN 장애인권리협약과 EU 고용평등지침의 영향

   UN 장애인권리협약은 2015년 10월 현재 186개국이 서명하였고 159개국이 비준

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5개국을 제외한 29개국이 비준하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5).92) 따라서 많은 OECD 회원국에

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

만 대부분의 국제조약이 형식적으로는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렇지 못하듯이 장애인권리협약이 어느 정도의 이행수단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장애 정

의가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

한 인식과 달리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의 국가보고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가 적용될 수 있

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Favilli, 2014: 21; Hoffmann, 2014: 18; Theodoridis, 

2014: 20). 물론 세 국가가 모두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타 법률

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거나 법원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를 인용하는 등의 직접적인 근

거는 없다.

   장애인권리협약과 달리 EU 고용평등지침은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의 법원은 국내법을 최대한 지침에 맞게 해석할 의무가 있다(심재진, 2009: 

37, 2010: 295). 따라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사전판결에서 제시한 장애 정의는 개

별 회원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92)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 이들 국가는 모두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
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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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판례(Chacón Navas, Coleman, Ring and Skouboe Werge, Kaltoft 사건)를 

통해 제시한 장애 정의가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EU 회원국 

중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된 이후에도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 정

의를 차별금지법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법

원이 장애 정의에 대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거나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였다. 물론 장애 정의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차별소송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그러한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

다. 따라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의 자동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보

수적이고 엄격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차

별금지법, 타 법률, 판례 등에 제시된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기타 보완적 판단근거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활동․참여 제약 요소

   장애 정의의 포괄성에 대한 첫 번째 판단기준은 장애 정의의 요소에 활동․참여 제

약의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다른 법률, 법률의 부속서류를 통해 장

애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손상, 활동․참여 제약,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요

소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장애의 기본적 개념에서 문장의 구조

상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다.93) 하지만 모든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 이러한 세 가

지 요소가 동시에 제시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가능한 모든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현실에서는 손상으로만 정의하는 경우, 손상과 활동‧
참여 제약으로 정의하는 경우,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까지 

추가하여 정의하는 세 가지의 사례만 존재한다.

   우선 활동․참여 제약 요소 없이 손상으로만 장애를 정의한 사례로는 호주의 DDA

(장애차별법), 캐나다의 CHRA(캐나다인권법), 아일랜드의 EEA(고용평등법), 뉴질랜

드의 HRA(인권법), 노르웨이의 AAA(장애차별금지법), 스웨덴의 SFS 1999:132(장애

고용차별금지법)와 SFS 2008:567(차별법)이 있다.94) 이 중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93) 국가별 장애 정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해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120

의 차별금지법은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를 5~7가지의 손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아일랜드의 국가보고서는 EEA의 장애 정의가 장애인권리협

약이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가 제시된 ‘다양한 장벽

과의 상호작용’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질병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다(O’Farrell, 

2014: 20-21).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나 질병 중심으로 정의한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달리 손상의 내용이 개념적으로 매우 간단하며 ‘기능적 

능력’의 감소나 제약으로 정의한 것이 다르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스웨덴의 국가보

고서(Norberg, 2014: 21)는 장애가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의 장벽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경계는 분명히 더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agenstos(2003b), Degener(2004), 남찬섭(2009) 등의 주장과 같이 장애를 정의할 때 

손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가장 포괄적

으로 정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나 질병으로 손상을 정의한 호주, 아

일랜드, 뉴질랜드와 기능적 능력의 감소로 손상을 정의한 노르웨이, 스웨덴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능력의 감소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 능력이 감

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체 외관의 변형이 있지만 기능적 능

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

드 식의 손상 개념이 더 포괄적일 수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장애 정의에

서 기능적 능력의 감소는 개방적으로 표현된 반면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 손상

은 비록 개별 항목의 의미가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손상 개념이 더 포괄적인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장애 정의에는 손상과 함께 활동‧참여 제약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다. 활동의 제약으로 정의되기도 하

고 참여의 제한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활동 혹은 참여의 내용도 일상적 활동이나 사

회참여로 포괄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직업생활, 노동시장 참여, 소득활동 등과 같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활동‧참여 제약을 경제적 활동에서의 제약으

로 한정한 경우는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 일본의 장해자고용촉진법, 슬

94) 스페인의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전)도 손상에 대한 요소만으로 장애
를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의 기본적 장애 개념에 더해진 추가
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으로 정의한 경우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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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니아의 ZZRZI(장애인고용법)와 같이 고용 영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차별금

지법이거나 그리스의 Law 2643/1998(고용할당법), 룩셈부르크의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슬로바키아의 ZSP(사회보험법), 슬로베니아의 ZPIZ-1(연

금장애보험법)과 같이 차별금지법이 사회보장법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경우에 발견

된다. 하지만 활동‧참여 제약을 일상적 활동이나 사회참여에서의 제약으로 제시한 것

과 경제적 활동에서의 제약으로 제시한 것이 실제 고용 영역의 장애차별 사건에서 장

애인의 범위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에 더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요소까지 포함

한 경우는 벨기에의 GAFA(일반차별금지법), 칠레의 Law 20422(장애인기회평등법), 

헝가리의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후), 일본의 장해차별해소법, 멕시코의 

LGIPD(장애인통합법), 포르투갈의 Law 38/2004(장애인법), 슬로베니아의 ZIMI(장애

인평등기회법), 스페인의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후)과 RDL 

1/2013(장애인권리법)이 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에 제시되었으며, 국내법의 장애 정의에서 이러한 요소는 

대부분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2006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요소를 장애 정의에 포함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와 이를 인용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에서는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라는 개방적 표현으로 제시되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에서 이를 ‘손상

을 가진 개인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더욱 구체

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상호작용 요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애 정의는 이러한 표현과 

유사하다. 다만 벨기에의 GAFA(일반차별금지법)는 장애에 대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장애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손상, 활동제약, 

개인적 및 환경적 맥락 요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들 세 가지 요소 사이의 ‘역동

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참여 제한을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벨기에의 장애 정

의는 WHO(2001)의 ICF 모델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에서 손상 요소만으로 장애를 정의한 첫 번째 유형에 

비해 손상 요소와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한 두 번째 유형에서 장

애의 개념이 더 협소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에 더해 개

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까지 정의한 세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유형과 실제 장애 개념의 

포괄성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손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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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서 제약을 받을 때 그러한 제약이 개인과 환경의 상

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한 실제 장

애차별 사건에서 장애의 구성요소로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규명한 어떠한 사

례도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장애 정의의 구성요소에서 활동․참여 제약을 규정한 

경우와 규정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장애 개념의 포괄성에 

대한 타당하고 간명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장애 정의가 차별금지법은 물론 준용되는 타 법률이나 법안의 부속서

류, 판례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다. 국내 법원에서조차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개념이 쟁점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

에서 핀란드의 장애 정의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NDA가 차별의 사유를 개방적으로 제시한 것을 국가보고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석한 것을 고려하면 핀란드의 장애 정의는 활동․참여 제약의 조건 없이 손상만으로 

장애를 정의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국가보고서

(Hiltunen, 2014: 24)에 따르면 NDA가 차별 사유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다양한 

속성에 의한 차별에 대해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핀란드 사법체계에

서 차별사건을 다룰 때 특정 차별의 사유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

지 않다. 물론 국가보고서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한 장애 정의가 핀란드

에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Hiltunen, 2014: 24),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장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가진 사람이 NDA에 포괄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상이 있지만 활동‧참여 제약이 없

거나 그 상태가 장기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인정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차별의 사유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핀란드와 같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 외에도 헝가리의 ETA(평등처

우법), 멕시코의 LFPED(연방차별금지법), 슬로바키아의 ADZ(차별금지법), 슬로베니

아의 ZDR-1(고용관계법)과 ZUNEO(평등처우법)가 차별의 사유를 개방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핀란드와 달리 차별금지법 내에서 장애를 정의하거나 

타 법률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국가보고서는 이러한 개방적 차

별 사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Debrecéniová and 

Dlugošová, 2014), 슬로베니아도 ‘다른 개인 상황’이라는 개방적 차별 사유로 인정된 

몇몇 판례가 존재하지만(Šalamon, 2014: 16) 이것이 장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는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헝가리의 경우 법률 시행 초기에는 평등기구가 ‘다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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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유로 한 차별로 인정한 사건이 다수 존재했으나 이후 ‘다른 속성’에 대한 엄격

한 기준을 채택하여 최근에는 그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Kάdάr, 2014: 20). 

따라서 개방적 차별 사유가 장애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해석을 핀란드 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활동‧참여 제약의 요소 없이 손상만으로 장애를 정의

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7개국이며 나

머지 국가는 모두 손상과 함께 활동‧참여 제약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었다. 평가 결

과와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표 5-5>에 제시하였다.

3. 장애의 심각성 조건

   장애의 심각성 조건은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심각한 경

우만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으로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심각하게 축소할 수 있다. 

또한 심각성이라는 것은 항상 경계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차별 사건에서 차

별행위의 존재보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가에 대한 소모적인 

다툼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에 제

시된 장애 정의에는 장애의 심각성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개별 국가의 장

애 정의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한 31

개국 중에 장애 정의에서 심각성 조건이 포함된 경우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

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으로 16개국에 달했다. 이 중 덴마크, 헝가리, 슬로베니아는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률 개정이나 판례에 의해 장애의 심각성 조건이 제거된 

경우에 해당한다.95)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각성 조건은 기본적 장애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판례에 

의해 보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벨기에 GAFA(일반차별금지법)의 법안설명서는 장

애 정의에서 ‘개인의 참여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요한 제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

데(Bribosia and Rorive, 2014: 46), ‘중요한’이라는 단어가 심각성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2013년 국내 판례가 심각성 조건이 없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95) 슬로베니아의 경우 ZZRZI(장애인고용법)의 장애 정의 규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용 이외
의 영역에 적용되는 ZIMI(장애인평등기회법)가 규정한 새로운 장애 정의가 일반차별금지법인 
ZUNEO(평등처우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국가보고서(Šalamon, 2014: 20)의 해석에 따라 실질
적으로 장애의 정의가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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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미포함 •DDA(장애차별법): 일곱 가지 항목의 포괄적인 손상으로 규정(Section 4(1))

오스트리아 포함 •BEinstG(장애인고용법):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
는”(§3)

벨기에 포함 •GAFA(일반차별금지법)의 법안설명서: “활동 수행 과정의 제약”, “개인의 
참여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요한 제약”

•국내 판례(Labour Appeal Court of Brussels, 9 January 2013, Judgment 
No. 2013/118):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hacón Navas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캐나다 미포함 •CHRA(캐나다인권법): 단순한 손상의 존재로 규정(Section 25)
•국내 판례(Supreme Court, 3 May 2000, 1 S.C.R. 665; 2000 SCC 27): 

기능제약이 없는 단순한 질병도 장애로 인정

칠레 포함 •Law 20422(장애인기회평등법): “환경에서의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
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
을 방해받거나 제약된”(Article 5)

체코 포함 •Law 198/2009(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의 범위 내의 평등처우 권리에서 
개인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Section 5)

덴마크 포함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 “개인이 다른 시민과 유사
한 상황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기능하기 위한 보상의 필요를 초래하는”

•국내 판례(Western High Court, 11 October 2007, Judgment U.2008.306V): 
APDLM 법안준비문서의 장애 정의 인용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Ring and Skouboe Werge): “다른 근로자와 동
등한 기반에서 직업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국내 판례(Supreme Court, 13 June 2013, Judgment U.2013.2575H): 유
럽연합사법재판소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에스토니아 포함 •LSBDP(장애인사회급여법): 심각성의 정도는 활동보조, 지도, 감독이 24시
간 내내 혹은 일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 필요한지에 의해 결정됨(Article 2)

•LET(평등처우법): “일상활동의 수행에 상당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주는” 
(Article 5)

핀란드 미포함 •NDA(차별금지법): 장애를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후 “개인과 관
련된 다른 어떠한 이유”를 추가하여 개방적으로 규정(§6)

프랑스 포함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CSW(사회복지법): “활동의 제약에 직면
하거나 자신의 환경에 참여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Article 2; Article L114)

독일 포함 •SGB IX(사회법전 제9권), BGG(장애인평등법): “그 결과로 사회 참여가 
손상된다면”(Section 2; Section 3)

•국내 판례(Federal Labour Court, 19 December 2013, 6 AZR 190/12): 
유럽연합사법재판소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그리스 포함 •Law 2643/1998(고용할당법):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제한된 사람”, “고용
인력기관에 장애실업자로 특별 등록이 된 사람”(Article 1)

헝가리 포함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전): “이것이 사회활동의 적극적 참
여에 지속적인 장벽을 구성한다면”(Article 4)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후): “다른 사람과 등등한 기반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Article 4)

〈표 5-5〉 활동‧참여 제약 요소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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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미포함 •EEA(고용평등법): 다섯 가지 항목의 포괄적인 손상으로 규정(Section 2(1))

이스라엘 포함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생활 영역에서 
기능이 상당히 제약된”(Section 5)

이탈리아 포함 •Law 104/1992(장애인법): “학습, 관계형성, 취업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그
러한 사람을 사회적 불이익이나 배제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Article 3)

일본 포함 •장해자고용촉진법: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자”(제2조 1항)

•장해차별해소법: “장해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제2조 1항)

룩셈부르크 포함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다음의 이유로 발생한 최소 30% 
이상의 감소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Article 1)

멕시코 포함 •LGIPD(장애인통합법):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통합을 방해할 수 있는”(Article 2(XXI))

네덜란드 포함 •DDA(장애차별금지법)의 법안설명서: “동등한 참여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도 의존함”

뉴질랜드 미포함 •HRA(인권법): 일곱 가지 항목의 포괄적인 손상으로 규정(Section 21(1)(h))

노르웨이 미포함 •AAA(장애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 손상(감소된 기능능력)으로만 장애 
정의

폴란드 포함 •DPA(장애인법): “사회적 기능의 영구적 혹은 일시적 수행 불가능”, “특히 
근로무능력을 초래하는”(Article 1, Article 2(10))

포르투갈 포함 •Law 38/2004(장애인법): “다른 사람과 등등한 활동과 참여를 제약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특정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Article 2)

슬로바키아 포함 •ZSP(사회보험법): “건강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최소 40% 이상의 근로능력 
감소”, “의료적 사정에 의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활동을 수행할 능력의 상실을 야기하는 건강상태”(Section 70-72)

슬로베니아 포함 •ZPIZ-1(연금장애보험법): “직업의 획득, 유지, 승진에 대한 감소된 능력을 
초래하는”(Article 60)

•ZZRZI(장애인고용법): “직업의 획득, 유지,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감소된” 
(Article 3)

•ZIMI(장애인평등기회법): “다른 사람과 등등한 기반에서 완전하고 효과적
인 사회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Article 3(1))

한국 포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2조)

스페인 포함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전): “교육, 노동, 사회에서의 통합 능력이 감소된 사람”(Article 7; 
Article 1)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후), RDL 1/2013(장애인
권리법):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방
해할 수 있는”(Article 1; Article 4)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Chacón Navas): “직업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참
여를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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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ón Navas 판례의 장애 정의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심

각성의 조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덴마크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

법)의 법안준비문서는 장애를 ‘개인이 다른 시민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기능하기 위한 보상의 필요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보상의 필요’가 차별

적 처우에 대한 보호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Justesen, 2014: 26).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장애의 심각성 조건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07년 국내 판

례가 법안준비문서의 장애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2012년 평등기구 결정례와 

2013년 국내 판례는 ‘보상의 필요’와 관련하여 기능적 능력의 감소 정도가 상당하고 

특별한 편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심각성의 

조건으로 해석하였다.96)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에는 장애의 기본적 개념에 심각

성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후 2008년 ADAAA(ADA개정법)가 기존에 심각성 조

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무효화시켰지만 심각성 조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 판례에 제시된 장애 정의에는 심각성 조건이 없었지만 차별금지법 상의 장애 

정의에는 심각성 조건이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 스페인의 Law 51/2003(장애인차별금

지법)은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의 일반적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대신 ‘인정 

손상률 33%’ 조건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2006년 Chacón 

Navas 판례가 스페인의 사건이었고 스페인 국내 법원이 장애 정의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사전질의를 회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장애의 심각성 조건은 

유지되었다. 2011년에 이르러 Law 26/2011(장애인권리협약적응법)이 Law 51/2003

에 장애의 일반적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이는 Chacón Navas 판례의 정의가 

아니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를 반영한 것이며 ‘인정 손상률 33%’ 조건은 여전

96) Western High Court, 11 October 2007, Judgment U.2008.306V; Board of Equal 
Treatment, 9 May 2012, Decision No. 275/2012; Eastern High Court, 11 January 2013, 
Case No. B-58-12

국가 구분 판단 근거

스웨덴 미포함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SFS 2008:567(차별법): 손상(기능능력
의 제약)으로만 장애 정의(Section 2; Chapter 1, Section 5)

영국 포함 •DDA 1995(장애차별법), EqA 2010(평등법): “통상적인 일상활동을 수행하
는 능력에 상당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주는”(Section 1; Section 6)

미국 포함 •ADA(미국장애인법), ADAAA(ADA개정법):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일상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Section 12102(2); Section 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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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지되었다. 이러한 정의는 RDL 1/2013(장애인권리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장애 정의 규정이나 판례에 심각성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근거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는 장애의 정의가 전혀 제

시되지 않았지만 ‘개인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이유’라는 개방적 차별 사유를 근거로 

장애의 심각성 조건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개방적 차별 사유를 근거로 활동․참여 

제약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논리이다. 반면 칠레의 Law 20422(장애인기회평등

법), 폴란드의 DPA(장애인법), 슬로베니아의 ZPIZ-1(연금장애보험법)은 장애 정의에

서 심각성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심각성 조건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칠레의 Law 20422는 법률이 행정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폴란드 DPA의 장애 정의에는 ‘권한이 있는 의료기관에 의해 장애가 판

정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고(Bojarski, 2014: 19), 슬로베니아의 ZPIZ-1 역시 손상

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고 잔존 근로능력에 따라 장애를 3등급으로 구

분하고 있다(Šalamon, 2014: 19). 이러한 의료적 판정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는 기본

적 장애 개념에 심각성의 조건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심

각성을 가진 손상에 대해서만 장애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장애의 심각성 조건에 대한 각국의 현황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심각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우선 장애는 손상으로 정의되거나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으로 정의되는데 

이 때 심각성은 손상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활동․참여 제약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프랑스의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와 CSW(사회복지법)는 손상을 

상당히 악화된 기능이나 질병으로 정의했고, 헝가리의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전)는 손상을 완전히 혹은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정의하여 심각성의 조건을 

손상에 부가하였다. 반면 에스토니아의 LSBDP(장애인사회급여법)와 LET(평등처우

법), 슬로베니아의 ZZRZI(장애인고용법),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법)와 EqA 2010(평등법),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와 ADAAA(ADA

개정법)는 손상 요소에는 심각성 조건이 없지만 활동․참여 제약 요소에 심각성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그렇다면 심각성의 조건이 손상에 부가될 때와 활동․참여 제약에 부가될 때 의미

의 차이가 있는가? 분명 ‘활동․참여 제약을 초래하는 심각한 손상’과 ‘심각한 활동․참
여 제약을 초래하는 손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미한 손상으로 

인해 활동․참여 제약이 초래되는 사람은 제외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손상으로 인해 경

미한 활동․참여 제약만 초래되는 사람이 제외된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 장애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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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더 포괄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서는 손상의 심

각성과 활동․참여 제약의 심각성 모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며 이는 대체로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각성의 조건이 손상에 부가된 경우와 활동․
참여 제약에 부가된 경우에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애의 포괄성 측면에

서 두 가지 경우를 차등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심각성이 손상에 부가된 조건인지 활동․참여 제약에 부가된 조건인지 구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Law 2643/1998(고용할당법), 룩셈부

르크의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슬로바키아의 ZSP(사회보험법), 스페

인의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과 RDL 1/2013(장애인권리법)은 모두 심각성

의 기준을 특정 비율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의 대상은 룩셈부르크와 슬

로바키아는 근로능력, 그리스와 스페인은 단순한 장애이다. 근로능력의 비율은 평가 

방식에 따라 손상의 정도로 평가될 수도 있고 활동․참여 제약의 정도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심각성 조건이 손상에 부가된 것인지 혹은 활동․참여 제약

에 부가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단순히 장애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도구에 따라 심각성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덴마크의 APDLM(노

동시장차별금지법)에서 ‘보상의 필요’ 조건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은 심각성의 조건

이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 모두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장애에 대한 심각성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

한 평가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 판례가 풍부하게 

제시되기 전까지는 심각성 조건의 존재 여부만으로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표 5-6).

4. 장애의 지속성 조건

   장애의 지속성 조건 역시 장애의 심각성 조건과 마찬가지로 장애차별금지법의 적

용 대상을 축소하는 요인이 된다. 장애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일시장애가 차별의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의 지

속성 조건은 심각성 조건과 달리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가 

제시한 장애 정의에서도 나타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2006년 Chacón Navas 판

례에서 특정 제약이 장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고 판결하였으며(Paragraph 45),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에서도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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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판단 근거

호주 미한정 •DDA(장애차별법): 조건 없음(Section 4(1))

오스트리아 미한정 •BEinstG(장애인고용법): 조건 없음(§3)

벨기에 미한정 •GAFA(일반차별금지법)의 법안설명서: “중요한 제약”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제약의 심각성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국내 판례(Labour Appeal Court of Brussels, 9 January 2013, Judgment 
No. 2013/118):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hacón Navas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캐나다 미한정 •CHRA(캐나다인권법): 조건 없음(Section 25)
•국내 판례(Supreme Court, 3 May 2000, 1 S.C.R. 665; 2000 SCC 27): 

기능제약이 없는 단순한 질병도 장애로 인정

칠레 한정 •Law 20422(장애인기회평등법): 심각성 조건 없으나 등록장애 기준 존재
(Article 4, Article 5)

체코 미한정 •Law 198/2009(차별금지법): 조건 없음(Section 5)

덴마크 한정
 ↓
미한정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 “보상의 필요를 초래하는”
•평등기구 결정례(Board of Equal Treatment, 9 May 2012, Decision No. 

275/2012), 국내 판례(Eastern High Court, 11 January 2013, Case No. 
B-58-12): 기능능력의 감소 정도가 상당하고 특별한 편의(보상)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석함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Ring and Skouboe Werge): 조건 없음
•국내 판례(Supreme Court, 13 June 2013, Judgment U.2013.2575H): 유

럽연합사법재판소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에스토니아 한정 •LSBDP(장애인사회급여법): “심각성의 정도는 활동보조, 지도, 감독이 24시
간 내내 혹은 일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 필요한지에 의해 결정됨”(Article 2)

•LET(평등처우법): “상당한 악영향”(Article 5)

핀란드 미한정 •NDA(차별금지법): 개방적 차별금지 사유 규정(§6)

프랑스 한정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CSW(사회복지법): “상당한 악화”(Article 
2, Article L114)

독일 미한정 •SGB IX(사회법전 제9권), BGG(장애인평등법): 조건 없음(Section 2; 
Section 3)

•국내 판례(Federal Labour Court, 19 December 2013, 6 AZR 190/12): 
유럽연합사법재판소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그리스 한정 •Law 2643/1998(고용할당법): “장애의 심각성이 50%에 도달한 경우” 
(Article 1)

헝가리 한정
 ↓
미한정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전): “완전히 혹은 상당히 제한된” 
(Article 4)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후): 조건 없음(Article 4)

아일랜드 미한정 •EEA(고용평등법): 조건 없음(Section 2(1)

이스라엘 한정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상당히 제약된”(Section 5)

이탈리아 미한정 •Law 104/1992(장애인법): 조건 없음(Article 3)

〈표 5-6〉 장애의 심각성 조건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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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 조항(Article 1)을 인용하며 손상이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Paragraph 39). 31개국 중 장애 정의에 지속성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국

가는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

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었다. 이 중 덴마크는 지속성 조건이 없다가 2013년부

국가 구분 판단 근거

일본 한정 •장해자고용촉진법: “상당한 제한”, “현저하게 곤란한”, 의료적 판정에 의한 
등록장애 기준(제2조 1항)

•장해차별해소법: “상당한 제한”(제2조 1항)

룩셈부르크 한정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최소 30% 이상의 감소된 근로능
력”(Article 1)

멕시코 미한정 •LGIPD(장애인통합법): 조건 없음(Article 2(XXI))

네덜란드 미한정 •DDA(장애차별금지법) 법안설명서: 조건 없음

뉴질랜드 미한정 •HRA(인권법): 조건 없음(Section 21(1)(h))

노르웨이 미한정 •AAA(장애차별금지법) 법안준비문서: 조건 없음

폴란드 한정 •DPA(장애인법): 의료기관의 판정 조건(Article 1, Article 2(10))

포르투갈 미한정 •Law 38/2004(장애인법): 조건 없음(Article 2)

슬로바키아 한정 •ZSP(사회보험법): “최소 40% 이상의 근로능력 상실”(Section 70-72)

슬로베니아 한정
 ↓
미한정

•ZPIZ-1(연금장애보험법): 의료적 판정 조건. 잔존 근로능력에 따라 3등급
으로 구분(Article 60)

•ZZRZI(장애인고용법): “직업의 획득, 유지,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감소된” 
(Article 3)

•ZIMI(장애인평등기회법): 조건 없음(Article 3(1))

한국 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상당한 제약”(제2조)

스페인 한정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RDL 1/2013(장애인권리법): “손상/장애
의 인정 정도가 33% 이상인 사람”(Article 1; Article 4)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Chacón Navas): 조건 없지만 기존 장애차별금지
법의 장애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스웨덴 미한정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SFS 2008:567(차별법): 조건 없음
(Section 2; Chapter 1, Section 5)

영국 한정 •DDA 1995(장애차별법), EqA 2010(평등법): “상당한 악영향”(Section 1; 
Section 6)

미국 한정 •ADA(미국장애인법): “상당히 제약하는”(Section 12102(2))
•ADA에 대한 EEOC(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시행규칙 및 국내 판례

(Supreme Court, 22 June 1999, 527 U.S. 471; 527 U.S. 516; 527 U.S. 
555 등 다수): “상당한 제약”은 경감조치를 고려한 상태에서 평가해야 하
고, 하나의 주요 일상생활 혹은 직무에서의 제약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해석

•ADAAA(ADA개정법): “상당히 제약하는” 명시. 추가적으로 “상당한 제약”
은 경감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해야 하고, 하나의 주요 일상
생활을 제약하는 손상이 장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Section 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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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속성 조건이 부가되었고, 스페인은 반대로 지속성 조건이 있었으나 2011년부터 

지속성 조건이 삭제되었다.

   장애의 심각성 조건과 마찬가지로 지속성 조건도 대부분 기본적 장애 개념에서 확

인되지만 판례에 나타나거나 보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APDLM(노동시장

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에 제시된 장애 정의에 지속성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

나, 덴마크가 당사국이었던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와 해당 판례의 장애 정의를 인용한 같은 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장애의 장기

간 조건이 추가되었다(Justesen, 2014: 27).97) 아일랜드 역시 EEA(고용평등법)의 장

애 정의에 지속성 조건이 없었는데, 2003년 국내 판례에서 ‘일시적 부상’을 장애로 

인정함으로써 지속성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O’Farrell, 2014: 

22).98)

   장애의 기본적 개념이나 판례에 지속성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근거로 지

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는 차별금지 사

유를 개방적으로 제시한 것을 근거로 장애를 활동․참여 제약 요소 없이 손상으로만 

정의하고 장애에 심각성 조건을 부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마찬가지의 이

유로 장애의 지속성 조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LSBDP

(장애인사회급여법)와 룩셈부르크의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은 장애 정

의 규정에 지속성 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장애가 의료적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성의 조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는 

장애 정의 규정에 지속성 조건이 없지만 평등기구가 장애의 심각성 조건이 되는 ‘상

당한 제약’의 하위 요소로 손상의 지속성을 추가하였고 대부분의 국내 판례에서도 일

시장애가 배제되었다(Burgdorf, 1997: 469-488).

   장애의 지속성 조건은 장애 정의의 요소 중 손상에 부가되기도 하고 활동․참여 제

약에 부가되기도 한다. 각국의 장애 정의를 살펴보면 손상이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규

정한 경우가 비교적 많지만, 벨기에의 GAFA(일반차별금지법), 에스토니아의 LET(평

등처우법), 헝가리의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전), 일본의 장해자고용촉

진법과 장해차별해소법,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법)와 

EqA 2010(평등법)은 활동․참여 제약 요소에 장기간 지속 조건을 부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의 ZSP(사회

97) Supreme Court, 13 June 2013, Judgment U.2013.2575H (Case No. 250/2011)

98) Labour Court, 12 December 2003, ED/02/1, Customer Perception Ltd. v. Ley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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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는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 모두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기

도 하였으며,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도 평등기구의 시행규칙에서 손상과 활동․참
여 제약 모두 지속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체코의 Law 198/2009(차별

금지법)와 네덜란드의 DDA(장애차별금지법)는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 중 특정 요소

에 지속성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전반적인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하

였다. 손상과 활동․참여 제약 각각에 지속성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 차별금지법에 포괄

되는 장애의 범위가 가장 협소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장애의 포

괄성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해 장애의 지속성 조건은 명시된 지속기간에 따라 그 정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 지속기간 조건이 가장 짧은 경우는 6개월로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

법), 독일의 SGB IX(사회법전 제9권)과 BGG(장애인평등법)의 장애 정의가 이에 해

당한다. 체코의 Law 198/2009(차별금지법), 슬로바키아의 ZSP(사회보험법)는 지속성 

조건을 1년으로 규정하였고, 슬로베니아의 ZZRZI(장애인고용법), 스페인의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전), 스웨덴의 SFS 1999:132(장애고용차

별금지법)와 SFS 2008:567(차별법)은 장애가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더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였다. 하지만 지속성 조건을 명시한 나머지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지속적이

거나, 만성적이거나, 장기적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조건보다는 짧다고 볼 수 있지만 6개월, 1년에 비해 더 길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탈리아의 Law 104/1992(장애인법)는 ‘안

정적 혹은 진행성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지속기간이 단기간에 그치거나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상태를 배제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장기간 지속을 

요구하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어려우며 

단순히 지속성 조건이 부가되었는지 여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표 5-7).

5. 현재장애 이외의 포괄범위

   장애차별금지법이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현재장애) 이외에 과거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과거장애), 미래에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미래장애),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간주장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연계차별)까지 포괄한다

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으로 개념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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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판단 근거

호주 미한정 •DDA(장애차별법): 조건 없음(Section 4(1))

오스트리아 한정 •BEinstG(장애인고용법): “일시적이지 않은”, “6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3)

벨기에 한정 •GAFA(일반차별금지법)의 법안설명서: “지속적인 제약”
•국내 판례(Labour Appeal Court of Brussels, 9 January 2013, Judgment 

No. 2013/118):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hacón Navas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캐나다 미한정 •CHRA(캐나다인권법): 조건 없음(Section 25)

칠레 미한정 •Law 20422(장애인기회평등법):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Article 5)

체코 한정 •Law 198/2009(차별금지법): “장기간”, “최소 1년간”(Section 5)

덴마크 미한정
 ↓
한정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 조건 없음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Ring and Skouboe Werge): “장기간이어야 한다.”
•국내 판례(Supreme Court, 13 June 2013, Judgment U.2013.2575H): 유

럽연합사법재판소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에스토니아 한정 •LSBDP(장애인사회급여법): 명시된 조건은 없으나 의료적 판정이 이루어지
므로 지속성 조건이 있다고 판단(Article 2)

•LET(평등처우법): “장기적인 악영향”(Article 5)

핀란드 미한정 •NDA(차별금지법): 개방적 차별금지 사유 규정(§6)

프랑스 한정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CSW(사회복지법): “지속적 혹은 영구
적인 악화”(Article 2; Article L114)

독일 한정 •SGB IX(사회법전 제9권), BGG(장애인평등법): “6개월 이상”(Section 2, 
Section 3)

•국내 판례(Federal Labour Court, 19 December 2013, 6 AZR 190/12): 
유럽연합사법재판소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의 장애 정의 인용

그리스 한정 •Law 2643/1998(고용할당법): “만성적인”(Article 1)

헝가리 한정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전): “지속적인 장벽”(Article 4)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후): “회복될 수 없거나 장기적인” 

(Article 4)

아일랜드 미한정 •EEA(고용평등법): 조건 없음(Article 2(1))
•국내 판례(Labour Court, 12 December 2003, ED/02/1): “일시적인 부

상”을 장애로 인정함

이스라엘 미한정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영구적 혹은 일시적인”(Section 5)

이탈리아 한정 •Law 104/1992(장애인법): “안정적 혹은 진행성의”(Article 3)

일본 한정 •장해자고용촉진법: “장기간에 걸쳐”, 의료적 판정에 의한 등록장애 기준(제
2조 1항)

•장해차별해소법: “지속적으로”(제2조 1항)

룩셈부르크 한정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명시된 조건은 없으나 의료적 판
정이 이루어지므로 지속성 조건이 있다고 판단(Article 1)

멕시코 미한정 •LGIPD(장애인통합법): “영구적 혹은 일시적인”(Article 2(XXI))

〈표 5-7〉 장애의 지속성 조건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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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모델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UN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2006년 Chacón Navas,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에 제

시된 장애 정의에는 이러한 요소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2008년 Coleman 판례가 장애에 대한 연계차별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국가 구분 판단 근거

네덜란드 한정 •DDA(장애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 “장애 혹은 만성질환의 장기간 지
속”, “장애의 경우 손상이 회복 불가능해야 함”, “사고로 인한 일시적 장애
는 배제됨”

뉴질랜드 미한정 •HRA(인권법): 조건 없음(Article 21(1)(h))

노르웨이 미한정 •AAA(장애차별금지법) 법안준비문서: 조건 없음

폴란드 한정 •DPA(장애인법): “인체조직의 영구적, 장기적인 수행 이상”, “사회적 기능
의 영구적 혹은 일시적 수행 불가능”(Article 1, Article 2(10))

포르투갈 미한정 •Law 38/2004(장애인법): 조건 없음(Article 2)

슬로바키아 한정 •ZSP(사회보험법): “장기간의”,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Section 70-72)

슬로베니아 한정 •ZPIZ-1(연금장애보험법): “의학적 치료나 재활로 회복될 수 없는”(Article 60)
•ZZRZI(장애인고용법): “영구적인”(Article 3)
•ZIMI(장애인평등기회법): “장기적인”(Article 3(1))

한국 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기간에 걸쳐”(제2조)

스페인 한정
 ↓
미한정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전):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는”(Article 7; Article 1)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후), RDL 1/2013(장애인
권리법): 조건 없음(Article 1; Article 4)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Chacón Navas): 장기간 지속 조건 있지만 기존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스웨덴 한정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SFS 2008:567(차별법): “영구적인” 
(Section 2; Chapter 1, Section 5)

영국 한정 •DDA 1995(장애차별법), EqA 2010(평등법): “장기적인 악영향”(Section 
1; Section 6)

미국 한정
 ↓
미한정

•ADA(미국장애인법): 언급 없음(Section 12102(2))
•ADA(미국장애인법)에 대한 EEOC(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시행규칙 및 국

내 판례(Court of Appeals, Seventh Circuit, 5 January 1995, 44 F.3d 
538 등 다수): “상당한 제약”을 판단할 때 손상의 “지속기간”,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혹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도록 해석하고 판례에서도 일
시장애 배제

•ADAAA(ADA개정법): “가끔씩 발생하거나 회복중인” 손상도 발생했을 때 
주요 일상활동을 상당히 제약한다면 장애로 인정됨(Section 12102(4)). 단, 
간주장애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손
상은 적용되지 않음(Section 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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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장애 및 미래장애

   먼저 과거장애와 미래장애는 각국의 차별금지법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호주,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은 과거장애와 미래장애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한국, 미국은 

과거장애만, 스웨덴은 미래장애만 인정하고 있었다.

   과거장애와 미래장애는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규정이나 차별금지 규정에 명시되

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호주의 DDA(장애차별법), 캐나다의 CHRA(캐나다인권

법), 아일랜드의 EEA(고용평등법), 뉴질랜드의 HRA(인권법), 스웨덴의 SFS 1999: 

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와 SFS 2008:567(차별법),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법)와 

EqA 2010(평등법)은 장애 정의 규정에 과거장애 혹은 미래장애를 명시하였다. 반면 

이스라엘의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노르웨이의 AAA(장애차별금지법), 슬로바

키아의 ADZ(차별금지법),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규정에 과거장애 혹

은 미래장애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와 헝가리의 ETA(평등처우법)는 법률에 명시

되지 않았음에도 과거장애와 미래장애가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양 법률

이 모두 차별금지의 사유를 개방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국가보고서(Hiltunen, 2014; 

Kάdάr, 2014)가 과거장애와 미래장애가 포괄될 수 있는 근거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였

기 때문이다. 다만 프랑스는 국가보고서가 과거장애와 미래장애가 차별금지법에 포괄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국가보고서는 Law 2005- 

102(장애인평등기회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에서 ‘특정 상황에 필요

한 경우에’라는 표현이 고용주의 인식에 기반을 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 

간주장애는 물론 과거장애와 미래장애까지 포괄한다고 해석하였으나(Latraverse, 

2014: 35)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2) 간주장애

   간주장애는 과거장애, 미래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의 장애차별금지

법에서 간주장애가 인정되며, 이 중 스웨덴, 영국, 미국은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초기



136

에는 간주장애가 인정되지 않았다가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인정하였다. 간주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는 보통 차별금지의 사유를 ‘실제의 혹은 간주된’ 속성으로 규정한다. 

간주장애가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GIBG(평등처우법)의 법

안설명서가 간주된 사유를 인정하였으며 이후 2007년, 2013년 판례가 이를 실제로 

인정하였다(Schindlauer, 2014: 25).99) 또한 아일랜드도 EEA(고용평등법)의 장애 정

의 규정에 간주장애를 명시하였으며 2006년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다(O’Farrell, 

2014: 26).100) 캐나다는 CHRA(캐나다인권법)에 간주장애 규정이 없었지만 국내 판

례에서 인정되었다(Atkins, 2006: 105).101)

   그런데 스웨덴과 영국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간주장애를 인정할 때 다른 국가와 달

리 ‘간주된 장애’와 같은 명확한 표현을 제시하지 않았다. 스웨덴은 SFS 1999:132(장

애고용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를 가진 구직자나 근로자’라고 표

현하여 간주장애가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2003년 개정된 SFS 1999:132와 

이후 SFS 2008:567(차별법)에서 이 부분을 ‘이러한 불이익이 장애와 연계된다면’이라

고 수정하였다. 이것이 간주장애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인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스

웨덴의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간주장애와 연계차별을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Norberg, 2008: 32). 영국도 DDA 1995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과 ‘과거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간주장애

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EqA 2010(평등법)에서는 ‘보호되는 속성을 이유로 한’(because 

of)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간주장애가 인정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EqA 2010 제정 이

전에도 장애와 연령을 제외한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보호되는 속성을 사유로 한’(on 

grounds of) 차별금지를 규정하였고 이를 간주된 사유와 연계차별을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었는데(McColgan, 2010: 58), 통합차별금지법인 EqA 

2010을 통해 이를 장애와 연령까지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102) 또한 EqA 2010의 

법안설명서는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이 간주된 사유와 연계차별을 포괄할 정도로 충분

히 광범위하다고 명시하였다(McColgan, 2014: 50).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는 간주된 속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개방

99) LG ZRS Wien, 30 March 2007, Nr. 35R68/07w; Supreme Court, 24 July 2013, Nr. 
9ObA40/13t

100) Equality Tribunal, 10 April 2006, DEC-E2006-013; Equality Tribunal, DEC-E2006-042

101) Supreme Court, 3 May 2000, 1 S.C.R. 665; 2000 SCC 27

102) EqA 2010의 법안설명서에 따르면 ‘because of’라는 표현은 기존의 ‘on grounds of’라는 표현
과 법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으며, 일반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수
정되었다(McColgan, 20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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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별금지 사유에 의해 간주된 속성이 인정된다는 국가보고서(Hiltunen, 2014: 30)

의 해석을 인정하였다. 역시 개방적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헝가리의 ETA(평등처우

법)는 차별금지 규정에 간주된 속성을 명시하여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

지만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국가보고서가 간주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차별금지 규정의 표현

과 헌법에 비추어(Favilli, 2014: 25),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형법의 원칙에 비추어 

간주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하였지만(Hoffmann, 2014: 22; Malheiros 

and Rosado, 2014: 40), 이와 관련한 논의나 판례와 같은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는 장애 정의 규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간주

장애가 인정되는 것 같지만 대법원이 1999년 Sutton v. United Air Lines, Inc. 판례

를 비롯한 많은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간주장애를 인정받기 어려운 해석을 내려 간주

장애 규정을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Bradbury and Jacobson, 2013; Burgdorf, 

1997; Larson, 2008; Mayerson, 1997; Tucker, 2000).

 3) 연계차별

   연계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도 비교적 많았는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인정되었고,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는 장애차

별금지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인정되지 않다가 나중에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연계차별이 장애차별금지법 내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호주의 

DDA(차별금지법),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 아일랜드의 EEA(고용평등

법, 2004년 개정 이후), 이스라엘의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뉴질랜드의 HRA

(인권법), 노르웨이의 AAA(장애차별금지법),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스페인의 

RDL 1/2013(장애인권리법)만이 차별금지 규정에 연계차별을 명시하였을 뿐이다. 하

지만 스웨덴의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2003년 개정 이후)와 SFS 2008: 

567(차별법), 영국의 EqA 2010(평등법)도 정확히 연계차별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

지만 차별금지 규정의 표현을 수정한 개정법률 및 신규법률의 입법취지가 간주된 사

유와 함께 연계차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McColgan, 2010: 58; 

Norberg, 2008: 32).

   벨기에의 경우에는 GAFA(일반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가 연계차별을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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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GAFA가 제정된 

2007년 당시 이미 영국이 Coleman 사건에 대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연계차별에 

대한 사전질의를 회부한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Bribosia and Rorive, 2014: 53). 

Coleman 사건에 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은 GAFA가 시행되고 1년 후에 나

오긴 했지만 벨기에가 연계차별 이슈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2013년 국내 

판례에서 연계차별이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Bribosia and Rorive, 2014: 54)103) 

실질적으로 연계차별이 GAFA가 시행될 때부터 인정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

다. 하지만 벨기에와 달리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는 연계차별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었으나 이후 국내 법원의 판례나 평등기구의 결정례로 연계차별이 인정된 경우

도 있다. 덴마크의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 프랑스의 Law 2001-1066(차별금

지법), 네덜란드의 DDA(장애차별금지법)는 연계차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덴마크

와 프랑스는 2010년 국내 판례(Latraverse, 2014: 36; Olsen, 2014: 34),104) 네덜란

드는 2006년과 2011년의 평등기구 결정례를 통해 연계차별이 인정되었다(Holtmaat, 

2014: 26-27).105) 이 경우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법률이 연계차

별의 인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이나 평등기구의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연계차별이 인정되지 않았

다고 판단하였다.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와 헝가리의 ETA(평등처우법)는 국가보고서가 차별금

지 사유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연계차별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Hiltunen, 2014: 31; Kάdάr, 2014: 27). 헝가리는 2008년, 2011년의 평등기구 결정

례를 통해 연계차별이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 문제가 없다(Kάdάr, 

2014: 27).106) 하지만 일부 국가보고서는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와 같은 명확한 근거

가 없음에도 연계차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

들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의 국가보고서는 ADZ(차별금지법)가 인종과 종교에 대한 

연계차별 금지를 명시한 것을 근거로 연계차별이 다른 사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

석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Debrecéniová and Dlugošová, 2014: 

37). 또한 체코의 2013년 국가보고서는 Law 198/2009(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규정

103) Labour Court of Leuven, 10 December 2013, Judgment No. 12/1064/A

104) 덴마크 Western High Court, 22 June 2010, Judgment U.2010.2610V; 프랑스 CAEN 
Appeals Court, 17 September 2010, Case No. 08/04500

105) Equal Treatment Commission, 23 November 2006, Opinion 2006-227; Equal Treatment 
Commission, 15 June 2011, Opinion 2011-90

106) Equal Treatment Authority, Case No. 72/2008, Case No. EBH/2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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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계차별을 포괄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으나(Zahumenský, 2014: 27), 

2008년 국가보고서는 Law 198/2009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Coleman 판례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Boučková, 2009: 20). 독일, 이탈리아, 룩

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도 연계차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국가보고서

의 해석에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Favilli, 2014: 26; Hoffmann, 2014: 23; 

Mahlmann, 2014: 39; Malheiros and Rosado, 2014: 41; Šalamon, 2014: 24).

   연계차별이 인정되더라도 연계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었

다.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는 ‘돌봄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 이스라엘

의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은 ‘장애인을 돌보는 친척’,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 연계차별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2011년 법률 개정으로 연계차별의 범위를 폭넓

게 인정하였다. 차별금지법 상에 연계차별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경우도 많지만, 판례에 의해 연계차별이 인정된 경우 실제 연계차별로 인정되는 범위

가 명확하지 않아 포괄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의 포괄 여부

에 대한 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6. 소결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한 OECD 31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애 정의는 단순

히 법률 상의 정의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애는 법률에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타 법률의 장애 정의가 준용되거나, 법률의 부속서류에 장애의 

정의가 제시되거나, 판례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의 정의는 법률, 부속

서류, 판례 등에서 제시되는 장애에 대한 기본적 개념 이외에도 차별금지 규정이나 

다양한 판례에서 장애 개념의 특정 요소가 드러나기도 하며, 차별금지 사유에 건강상

태가 포함된 경우나 차별금지 사유가 개방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장애 정의와의 관

계를 고려해야 한다. 각국의 장애 정의는 이러한 다양한 사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종

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Bagenstos(2003b), Degener(2004), 남찬섭(2009) 등의 제안을 근거로 도출한 장애 

정의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상에 대한 사회적 장벽, 즉 차별 그 자체를 장애로 이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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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DDA(장애차별법): “이전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
는”을 명시하여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인정(Section 
4(1)). 고용차별 규정에서 연계에 의한 차별을 명시(Section 15). 
2009년 개정 이후 별도의 연계차별 규정 추가(Section 7)

오스트리아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BEinstG(장애인고용법): 연계차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다가(돌
봄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 2011년 개정으로 폭넓게 인정

•GIBG(평등처우법)의 법안설명서, 국내 판례(LG ZRS Wien, 30 
March 2007, Nr. 35R68/07w; Supreme Court, 24 July 2013, 
Nr. 9ObA40/13t): 간주된 사유 인정

벨기에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GAFA(일반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 간주된 속성을 사유로 
한 차별 명시, 연계차별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함을 명시

•국내 판례(Labour Court of Leuven, 10 December 2013, 
Judgment No. 12/1064/A): 연계차별 인정, 유럽연합사법재판
소 Coleman 판례 인용

캐나다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CHRA(캐나다인권법): “이전 혹은 현재의”를 명시하여 과거장
애 인정(Section 25)

•국내 판례(Supreme Court, 3 May 2000, 1 S.C.R. 665; 2000 
SCC 27): 실제 기능적 제약이 없더라도 주관적 인식에 의한 장
애도 인정

칠레 •모두 불인정 •Law 20422(장애인기회평등법): 언급 없음

체코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Law 198/2009(차별금지법): 간주된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
지(Section 2(5))

덴마크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국내 판례(Western High Court, 22 June 2010, Judgment 
U.2010.2610V): 연계차별 인정

에스토니아 •모두 불인정 •LSBDP(장애인사회급여법), LET(평등처우법): 언급 없음

핀란드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NDA(차별금지법): 개방적 차별금지 사유 규정(§6)

프랑스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Law 2001-1066(차별금지법), Law 2008-496(차별금지개정법): 
“실제의 혹은 간주된”(Article 2)

•국내 판례(CAEN Appeals Court, 17 September 2010, Case 
No. 08/04500): 연계차별 인정

독일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AGG(일반평등처우법): 고용 영역에서 간주차별 금지 명시
(Section 7(1))

〈표 5-8〉 현재장애 이외의 포괄범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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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모두 불인정 •Law 2643/1998(고용할당법): 언급 없음

헝가리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ETA(평등처우법): 개방적 차별금지 사유 규정으로 과거장애, 미
래장애, 연계차별 인정 가능. “실제 혹은 간주된”이라 명시하여 
간주장애 인정(Article 8)

•평등기구 결정례(Equal Treatment Authority, Case No. 
72/2008, Case No. EBH/23/2011): 연계차별 인정

아일랜드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EEA(고용평등법): “이전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을 
명시하여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인정(Section 2(1)). 
2004년 개정 이후 연계차별 명시(Section 6(1))

•국내 판례(Equality Tribunal, 10 April 2006, DEC-E2006-013; 
Equality Tribunal, DEC-E2006-042): 간주장애 인정

•국내 판례(Equality Tribunal, DEC-S2004-009-014; Labour 
Court, 2 November 2011, E/11/16, Determination No. EDA 
1129): 연계차별 인정

이스라엘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이전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장애인을 돌보는 친척” 
(Section 8(d))

이탈리아 •모두 불인정 •Law 104/1992(장애인법): 언급 없음

일본 •모두 불인정 •장해자고용촉진법, 장해차별해소법: 언급 없음

룩셈부르크 •모두 불인정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언급 없음

멕시코 •모두 불인정 •LGIPD(장애인통합법): 언급 없음

네덜란드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DDA(장애차별금지법): “실제 혹은 주장된”이라 명시하여 간주
장애 인정(Article 1(b))

•평등기구 결정례(Equal Treatment Commission, 23 November 
2006, Opinion 2006-227; Equal Treatment Commission, 15 
June 2011, Opinion 2011-90): 연계차별 인정

뉴질랜드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HRA(인권법): “과거에 존재했던”,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
나 간주되거나 믿어지는”, “친척이나 관련인”이라 명시하여 과거
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 인정(Section 21(2))

노르웨이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AAA(장애차별금지법): “실제의, 간주된, 이전의, 미래의 장애”
라 명시하여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인정. “차별을 받은 
사람이 관계를 가진 어떤 사람의 장애를 기반으로”라 명시하여 
연계차별 인정(Section 5(1))

폴란드 •모두 불인정 •DPA(장애인법): 언급 없음

포르투갈 •모두 불인정 •Law 38/2004(장애인법): 언급 없음

슬로바키아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ADZ(차별금지법): “과거 장애”, “외면적 표시에 기초하여 장애
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 명시하여 과거장애와 
간주장애 인정. 연계차별은 인종과 종교에 대해서만 적용
(Section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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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모두 불인정 •ZPIZ-1(연금장애보험법), ZZRZI(장애인고용법), ZIMI(장애인
평등기회법): 언급 없음

한국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
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
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제4조). “누구
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스페인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RDL 1/2013(장애인권리법): 연계차별 명시(Article 2(e))

스웨덴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이라 명시하여 미래장애 인정(Section 2). 차별금지 규정에
서 “장애를 가진 구직자나 근로자”로 명시하여 간주장애와 연계
차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3년 “이러한 불이익이 장애와 연
계된다면”으로 개정하여 간주장애와 연계차별 인정(Section 3)

•SFS 2008:567(차별법):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이라 명
시하여 미래장애 인정(Chapter 1, Section 5). “이러한 불이익이 
장애와 연계된다면”으로 명시하여 간주장애와 연계차별 인정
(Chapter 1, Section 4)

영국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DDA 1995(장애차별법), EqA 2010(평등법): “장애를 가졌던 사
람”을 명시하여 과거장애 인정(Section 1; Section 6)

•DDA 1995(장애차별법), EqA 2010(평등법)의 부칙: “장기간”의 
의미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는 손상이 주는 악영향이 사라졌지만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하였고, 진행성 상태(암, 다발성 경화증, HIV 감염)
는 현재는 아니더라도 향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여 미래장애 인정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Coleman), 국내 판례(Employment 
Appeal Tribunal, 30 October 2009, [2010] IRLR 10): 연계차
별 인정

•EqA 2010(평등법): “보호되는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하였으며(Section 13), 법안설명서에서는 이것이 간주된 속성 및 
연계에 의한 차별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미국 •과거장애: ○
•미래장애: ×
•간주장애: ×→○
•연계차별: ×

•ADA(미국장애인법), ADAAA(ADA개정법): “그러한 손상의 기록”
을 명시하여 과거장애 인정(Section 12102(2); Section 12102(1))

•ADA(미국장애인법)의 장애 정의 규정 및 EEOC(고용기회평등
위원회)의 시행규칙: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라 명시하고(Section 12102(2))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표면상으로는 간주장애 인정

•ADA(미국장애인법)에 대한 국내 판례(Supreme Court, 22 June 
1999, 527 U.S. 471 등 다수): 간주장애를 인정받기 위하여 근
로자가 “상당한 제약”을 주는 손상을 가진 것으로 고용주가 간
주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간주장애 무력화

•ADAAA(ADA개정법):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유지하였으나(Section 12102(1)), 이는 손상이 
주요 일상생활을 제약하는지 혹은 제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에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함(Section 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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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모델의 이념을 차별금지법에 구현하는 방법은 장애의 개념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상의 영향인 활동․참여 제약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장애

가 일정 기준 이상 심각하거나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에 장애

의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까지 포괄하는 것은 장애를 사회적 장벽으로 이해하는 

사회모델의 이념에도 부합하면서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

는다.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러한 기준은 실제 장애 개념의 포괄성에 대한 간명하면서도 타당한 평가지표

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개

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표 5-9>와 같다.

   장애 정의의 포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참
여 제약 요소의 규정 여부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손상의 존재로 장애를 정의하는 것

은 활동․참여 제약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거

한다. 따라서 장애차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장애를 

가졌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차별행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장애의 심각성과 지속성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지표가 종합적으로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의 포괄성을 결정한다. 현

재장애 이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의 인정 여부는 이러한 현재장

애의 개념에 의존한다. 즉,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이 인정되더라도 

인정의 폭은 현재장애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정의에서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규정하지 않은 호주의 

DDA(장애차별법), 캐나다의 CHRA(캐나다인권법),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 아

일랜드의 EEA(고용평등법), 뉴질랜드의 HRA(인권법), 노르웨이의 AAA(장애차별금

지법), 스웨덴의 SFS 1999: 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와 SFS 2008:567(차별법)을 포

괄적인 장애 정의를 가진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중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노

르웨이의 장애차별금지법은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손상의 심각성

과 지속성을 모두 한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

도 모두 인정하여 가장 포괄적이다.

   이들 국가의 장애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 개념을 손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

순한 손상의 존재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한 것이 현재장애 이외에 과거장애, 미래장

애, 간주장애, 연계차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현재장애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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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활동참여 제약 
요소 포함 여부

장애의 심각성 
한정 여부

장애의 지속성 
한정 여부

현재장애 이외의 포괄범위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

호주 미포함 미한정 미한정 ○ ○ ○ ○

오스트리아 포함 미한정 한정 × × ○ ○

벨기에 포함 미한정 한정 × × ○ ○

캐나다 미포함 미한정 미한정 ○ × ○ ×

칠레 포함 한정 미한정 × × × ×

체코 포함 미한정 한정 × × ○ ×

덴마크 포함 한정→미한정 미한정→한정 × × × ×→○

에스토니아 포함 한정 한정 × × × ×

핀란드 미포함 미한정 미한정 ○ ○ ○ ○

프랑스 포함 한정 한정 × × ○ ×→○

독일 포함 미한정 한정 × × ○ ×

그리스 포함 한정 한정 × × × ×

헝가리 포함 한정→미한정 한정 ○ ○ ○ ○

아일랜드 미포함 미한정 미한정 ○ ○ ○ ×→○

이스라엘 포함 한정 미한정 ○ × ○ ○

이탈리아 포함 미한정 한정 × × × ×

일본 포함 한정 한정 × × × ×

룩셈부르크 포함 한정 한정 × × × ×

멕시코 포함 미한정 미한정 × × × ×

네덜란드 포함 미한정 한정 × × ○ ×→○

뉴질랜드 미포함 미한정 미한정 ○ × ○ ○

노르웨이 미포함 미한정 미한정 ○ ○ ○ ○

폴란드 포함 한정 한정 × × × ×

포르투갈 포함 미한정 미한정 × × × ×

슬로바키아 포함 한정 한정 ○ × ○ ×

슬로베니아 포함 한정→미한정 한정 × × × ×

한국 포함 한정 한정 ○ × ○ ○

스페인 포함 한정 한정→미한정 × × × ×→○

스웨덴 미포함 미한정 한정 × ○ ×→○ ×→○

영국 포함 한정 한정 ○ ○ ×→○ ×→○

미국 포함 한정 한정→미한정 ○ × ×→○ ×

주: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31개국 대상

〈표 5-9〉 국가별 장애 정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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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개념 또한 이에 비례하여 포괄적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은 EqA 2010

(평등법)에서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고 심각성과 지속성 조건이 모두 존재하여 대비된다. 헝가리의 

ETA(평등처우법) 또한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활동․참여 제약 요소와 함께 장애의 지속성 조건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장애 개념 

자체가 협소한 영국과 헝가리는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의 범위 또한 

현재장애의 범위에 비례하여 협소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규정하고 동시에 장애의 심각성과 지속성 조건이 

모두 있는 에스토니아의 LET(평등처우법), 프랑스의 Law 2001-1066(차별금지법), 

그리스의 Law 3304/2005(평등처우법), 일본의 장해자고용촉진법, 룩셈부르크의 Law 

of 28 November 2006(차별금지법), 폴란드의 ETA(평등처우법), 슬로바키아의 ADZ

(차별금지법),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법)와 EqA 

2010(평등법),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는 가장 협소하게 장애를 정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에스토니아,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들의 협소한 장애 정의는 차

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지 않으면서 타 법률, 특히 사회보장법의 장애 정의를 준

용하는 방식과 일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직접 장애를 협

소하게 정의한 사례도 있지만,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사회보장법

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면서 장애에 대한 의료적 판정의 요소도 포함한 것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다양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장애 정의

의 표준이 될 수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제시한 

장애 정의의 성격과 일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와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Chacón Navas,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에서 

제시한 장애 정의는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면서 장애의 심각성은 한정하지 않

지만 장애의 지속성은 한정하였다. 이러한 특성과 일치하는 장애 정의가 적용되는 경

우는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 벨기에의 GAFA(일반차별금지법), 체코의 

Law 198/2009(차별금지법), 독일의 AGG(일반평등처우법), 이탈리아의 Decree 216/ 

2003(고용평등처우법)과 Law 67/2006(장애차별금지법), 네덜란드의 DDA(장애차별

금지법)가 있었다. 이 외에도 덴마크의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은 유럽연합사법

재판소의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판결 이후, 헝가리의 ETA(평등처우법)

는 2013년 RPDA(장애인권리법) 개정 이후, 슬로베니아의 ZUNEO(평등처우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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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ZIMI(장애인평등기회법) 제정 이후 장애 정의의 성격이 UN 장애인권리협약,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게 되었다. 또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

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과 같이 처음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에는 연계차별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이후에 법률 개정이나 판례로 인정된 경우가 상당히 존재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2008년 Coleman 판례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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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분석은 Waddington(2004, 

2008) 등에 기초하여 도출한 의무의 강도를 평가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른다. 다섯 

가지 기준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지, 의무에 적용되

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편의의 내

용을 한정적 혹은 개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직무수행 효과

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불균등한 부담을 평가할 때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이다.

1.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한 평가에 앞서 국가마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이나 

정도가 다르고 어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

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가 국가의 의무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

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칠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가 이에 해당한다.

   우선 칠레는 2012년 제정된 Law 20609(차별금지법)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 대신 2010년 제정된 Law 20422(장애인기회평등법)가 합리적 편의

제공을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기회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 하나로 제시되었을 뿐이다(Article 8). 또한 민간부문도 채용 과

정에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Article 24), 법률 자체가 장

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금

지의 맥락에서 적용되리라 보기는 힘들다. 칠레 정부조차 고용 영역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과 관련된 조치로 장애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기업 내부 규정으로 명

문화하도록 의무화한 것만을 소개하고 있다(Chile, 2012: 38).

   포르투갈은 2003년 8월 Labour Code(노동법)를 개정하여 차별금지 규정과 합리

적 편의제공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소개한 

기존 문헌과 달리 국가보고서는 포르투갈에서 실제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

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Malheiros and Rosado, 2014: 10). 

Labour Code는 Article 86(1)에서 EU 고용평등지침과 거의 유사하게 합리적 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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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무의 정의를 제시하고, Article 86(3)에 ‘특정 법률’에 의한 국가의 지원으로 그

러한 조치에 따른 부담이 보상된다면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EU 고용평등지침이나 타 국가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규정

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Article 86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적극적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Article 86(2)는 고용주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

하고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국가

의 재정적 지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만 의무의 위반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Malheiros and Rosado, 

2014: 52). 즉 장애인은 비용이 들지 않거나 국가의 제도로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편의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편의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불균등한 부담이라 주

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Article 86(3)에 명시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특정 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Malheiros and Rosado, 2014: 

54).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포르투갈에서 실질적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시행되

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슬로베니아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2010년 제정된 ZIMI(장애인기회평등법)

의 Article 3(3)에 규정되어 있지만 ZIMI는 고용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 영역

에 적용되는 장애차별금지법 중에서 ZZRZI(장애인고용법)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고용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규정이다(Article 15). 또한 ZDR-1(고용관계법)은 Article 196에서 고용주가 직무 전

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재활, 임금보조금을 장애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

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된다(Šalamon, 2014: 37). 하

지만 Article 196은 ZPIZ-1(연금장애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으로 한정되며 고용

주의 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제한되는지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실질

적으로 슬로베니아에서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몇몇 국가는 장애차별금지법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107)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최초 장애차별금지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2004

년 LEC(고용계약법)에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없었고 2008년 제정된 LET(평등처

107)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법),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와 같이 영역별로 시행시기가 다르
거나(영국, 미국),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거나(영국, 
한국),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경우(한국)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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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법)에 그러한 의무가 도입되었다. 프랑스도 2001년 제정된 Law 2001-1066(차별금

지법)에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없었는데 2005년 제정된 Law 2005-102(장애인

평등기회법)에 추가되었다. 또한 헝가리의 RPDA(장애인권리법)는 2007년 개정 후, 

이탈리아의 Decree 216/2003(고용평등처우법)은 2013년 개정 후, 멕시코의 LFPED

(연방차별금지법)는 2014년 개정 후부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시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독일과 같이 장애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시행

된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독일은 2006년 AGG(일반평등처우법) 이전에 2001년 SGB 

IX(사회법전 제9권)부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시행하였는데 국내 법원이 이미 차

별금지의 맥락에서 그러한 의무를 다뤘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분석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도입된 시점부터가 대상이 되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칠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28개국이 이 절의 분석대상이 된다.

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과 차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불이행을 차별로 간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EU 고

용평등지침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EU 국가들이 고용평등지침과 유사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차별로 간주

하는지, 차별이라면 어떠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고용평등지침이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EU 고용평등지침은 제5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편의는 ‘평등처우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2조에 따르면 

‘평등처우 원칙’은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Article 

2(1)). 이러한 규정은 고용평등지침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De Vos, 2007: 33). 하지만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가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최소한 평등처우 원칙의 위반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어떠한 차별형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은 

회원국의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다.108) 2008년 EU 집행위원회가 새롭게 제안한 평등

처우지침안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가 차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규정(Article 

2(5))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합리적 

108) EU 고용평등지침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 차별지시(instruction to discriminate)
의 네 가지 차별형태를 제시한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달리 괴롭힘과 차별지시는 ‘평등처우 
원칙’의 의미 내에서 하나의 차별형태로 간주된다고 규정된다(Article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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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거부를 차별의 정의(Article 2)에 포함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부합한다.

   혼란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EU 고용평등지침이 간접차별 규정에서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를 언급한 것이다. 고용평등지침은 간접차별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명백

히 중립적인 규정, 기준, 관행에 의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5조에 포함된 원

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Article 2(2)(b)(ii)). 

그렇다면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간접차별로 간주한다는 의미인가? 

Bribosia and Rorive(2013: 38-40)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의 역사에서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는 간접차별과 관련하여 유래한 측면이 있다. 간접차별을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legitimacy)과 수단의 비례성(proportionality)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비

례성을 평가할 때 합리적 편의제공에 의해 불이익이 제거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

이다. 따라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주는 간접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고용평등지침의 규정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된

다. 하지만 간접차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별도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불필요하

게 만드는 것은 아닌데,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달리 간접차별

은 집단적으로 판단하며 항변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Bribosia and Rorive, 2013: 

39). 오히려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장

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 인한 불이익의 상당 부분이 합리적 편의제공으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Tobler, 2008: 53; Quinn, 2007: 261).

   이처럼 EU 고용평등지침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차별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처럼 개별 국가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OECD 

회원국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분석한 결과 차별과의 관계를 크게 여섯 가지 경우

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첫째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이며 에스토니

아,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이 차별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규정이 차별금지 규정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

이행을 차별로 간주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된 판

례도 없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NDA(차별금지법)는 특정 사례에서 합리적 편의제

공 거부가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차별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편의

제공 거부를 이유로 NDA 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Hiltunen, 2014: 48-49). 

헝가리의 국가보고서는 접근성 보장 실패가 직접차별로 인정된 평등기구의 결정례를 

인용하며, 룩셈부르크의 국가보고서는 Law of 22 July 2008(안내견법)에서 안내견 



151

거부가 간접차별로 인정되는 것을 이유로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도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Hoffmann, 2014: 37; Kάdάr, 2014: 

61). 이탈리아의 Decree 216/2003(고용평등처우법)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평등처

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였는데 폴란드의 ETA(평등처우법), 슬로바

키아의 ADZ(차별금지법, 2007년 개정 이후)와 같이 평등처우 원칙의 ‘위반’으로 명

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두 번째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불이행을 별도의 차별형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한 국가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한국, 영국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 불이행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등과 같은 차별형태의 하나로 제시된다. 네덜란

드의 경우 DDA(장애차별금지법) Article 1에서 직접구별과 간접구별을 정의하고 

Article 2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도 금지된 구별(differentiation 혹은 

distinction)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국가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 불이행을 제3의 구별 형태로 취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

다(Holtmaat, 2014: 53).109) 하지만 Article 1a에서 괴롭힘 역시 동일한 표현으로 규

정되었고 여러 문헌에서 네덜란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별도의 차별형태

로 규정한 국가로 소개된다(Chopin and Germaine, 2014: 28; Wadding and 

Hendriks, 2002: 413). 벨기에의 GAFA(일반차별금지법)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의와 간접차별에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 EU 

고용평등지침과 매우 유사한데,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를 별도의 차별형태로 제시했다

는 점에서 고용평등지침의 불명확성을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라 볼 수 

있다.110) 영국 역시 DDA 1995(장애차별법) 제정 당시부터 합리적 조정 의무 불이행

을 별도의 차별형태로 제시하였으며,111)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행위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세 번째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간접차별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오스트

109) 네덜란드의 DDA(장애차별금지법)는 금지되는 행위를 ‘차별’이 아닌 ‘구별’로 표현한다.

110) 벨기에의 국가보고서는 GAFA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Bribosia and Rorive, 2014: 77), 이는 간접차별 규정에서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를 언급한 것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111)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법) 제정 당시에 금지되는 차별형태는 ‘장애 관련 차별’(disability- 
related discrimination), ‘합리적 조정 의무 불이행’, ‘보복적 불이익’(victimisation)의 세 가지였
으며, EU 고용평등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2003년 법률 개정으로 ‘직접차별’과 ‘괴롭힘’이 추가되
었다. 또한 EqA 2010(평등법)에서는 ‘장애 관련 차별’이 ‘장애에서 유래한 차별’(discrimination 
arising from disability)로 대체되었고 ‘간접차별’과 ‘결합차별’이 추가되었다(조임영, 2011: 17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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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체코, 덴마크, 스페인이 이에 해당한다. 체코는 Law 198/2009(차별금지법)에서 

합리적 조치 거부나 실패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였으나(§3(2)), 

나머지 국가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이 간접차별로 간주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에는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차별로 간주한다는 언급은 없는데, 대신 간접차별 

규정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을 언급하고 있다(§7c(4)). 덴마크의 APDLM(노동시장차

별금지법)도 간접차별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규정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스페인의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조치 규정에서 차

별행위의 금지와 함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제시하였는데(Article 7(c)), 문맥상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며 차별행위 자체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이 간접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형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고서는 일관되게 간접차별에 해당한

다고 해석하고 있다(Cachón, 2013: 48; Justesen, 2014: 49; Schindlauer, 2014: 

40). 더구나 이전 법률을 통합한 스페인의 RDL 1/2013(장애인권리법)에서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는 간접차별과 별도로 규정되었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등과 함께 

평등처우 권리의 위반으로 규정되어(Article 63) 별도의 차별형태로 간주될 여지가 있

지만 국가보고서는 여전히 간접차별로 간주된다고 해석하고 있다(Cachón, 2014: 

41).

   네 번째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직접차별로 간주하는 경우인데, 독일, 

그리스, 스웨덴이 해당한다. 독일과 그리스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SGB 

IX(사회법전 제9권), Law 3304/2005(평등처우법)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불이

행이 차별로 간주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국내 판례에 의해 직접차별로 간주

된 경우이다(Mahlmann, 2014: 60; Theodoridis, 2014: 36). 스웨덴의 SFS 1999: 

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는 직접차별 규정(3§)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도 적용된

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6§). 그런데 현재의 SFS 2008:567(차별법)에서는 차별

금지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도 적용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Ch.2, 1§) 직접차별

에 해당한다는 언급은 없다. 하지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유사한 상황’(comparable situation)에 놓일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요구되는 의무

로 규정되었으며, SFS 2008:567의 정부 법안(Government Bill 2007/08:95)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유사한 상황’ 이슈는 오직 직접차별에서만 제기된다(Norberg, 2014: 

47).

   다섯 번째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직접차별 혹은 간접차별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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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호주와 캐나다가 해당한다. 두 국가는 모두 처음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에는 법률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내 법원의 해석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도출되었고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공통점을 가진다. 호주의 DDA(장애차별법)는 2009년 개정 이전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판례를 통해 간접차별 조항에서 합리적 조정 의무가 도출되

었다(AHRC, 2009b: 6). 법안설명서에 의하면 2009년 DDA 개정은 UN 장애인권리

협약에 부합하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AHRC, 2009b: 5), 

법률 개정으로 합리적 조정 의무가 명시되고 그러한 의무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과 

관련하여 각각 규정되었다. 캐나다의 CHRA(캐나다인권법)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캐나다인권위원회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에 의해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 불이행이 이미 차별로 간주되어 작동되고 있었다(Atkins, 2006; United 

Nations, 2006). 캐나다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진정직업요건(Bona Fide 

Occupational Requirement, BFOR)에 근거한 차별행위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으로 의

무화되는데, 진정직업요건 항변요소는 캐나다 사법체계에서 전통적으로 직접차별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1998년 CHRA 개정과 1999년 대법원의 두 가지 판례로 진정직

업요건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공통적인 항변요소가 되었으며,11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도 두 가지 차별의 의미 내에서 작동하게 되었다(CHRC, 2007).

   마지막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차별로 간주되지만 어떠한 차별형태로 

간주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이스라엘의 ERPWDL(장애인

권리평등법), 2014년 개정된 멕시코의 LFPED(연방차별금지법), 뉴질랜드의 HRA(인

권법),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와 ADAAA(ADA개정법)는 모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차별형태는 언급하지 않았

다. 또한 아일랜드는 EEA(고용평등법)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로 간주

할만한 단서가 없으나 국내 판례에 의해 차별로 인정된다(O’Farrell, 2014: 49). 하지

만 역시 차별형태는 언급되지 않았다.

   폴란드의 ETA(평등처우법)와 슬로바키아의 ADZ(차별금지법)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이 아닌 ‘평등처우 원칙’의 위반이라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ETA

112) Supreme Court, 9 September 1999, 3 S.C.R. 3, British Columbia (Public Service Employee 
Relations Commission) v. British Columbia Government and Service Employees’ Union; 
Supreme Court, 16 December 1999, 3 S.C.R. 868, British Columbia (Superintendent of 
Motor Vehicles) v. British Columbia (Council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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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판단 근거

호주 인정
(직접차별, 
간접차별)

•DDA(장애차별법, 2009년 개정 이전): “합리적 조정”이라는 명시적인 표
현이 없지만 법안설명서와 평등기구는 DDA가 합리적 조정 의무를 부과
한다고 해석

•국내 판례(High Court, 11 November 2003, 217 CLR 92): 합리적 조
정 의무가 직접차별 조항이 아닌 간접차별 조항에서만 유래한다고 판결

•DDA(장애차별법, 2009년 개정 이후): 합리적 조정 실패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덜 우호적으로 처우받는 효과를 가질 경우 직접차별에 해
당(Section 5(2)). 장애로 인해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고용주
의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따를 수 있는데, 고용주가 합리적 조정을 제공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간접차별에 해당
(Section 6(2))

오스트리아 인정
(간접차별)

•BEinstG(장애인고용법): “불이익, 특히 장벽을 구성하는 상태의 제거가 
불법적이거나 고용주에게 불합리하고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한다면 간접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됨”(§7c(4))

벨기에 인정
(별도형태)

•GAFA(일반차별금지법): 금지되는 차별형태 중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 제시(Article 14). 합리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간접차별로 간주(Article 9)

캐나다 인정
(직접차별, 
간접차별)

•CHRA(캐나다인권법, 1998년 개정 이전): 별도의 편의제공 의무 규정 없음
•국내 판례(Supreme Court, 17 December 1985, 2 S.C.R. 536; 

Supreme Court, 9 October 1997, 3 S.C.R. 624 등 다수): “합리적 편
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차별 사건으로 다룸

•CHRA(캐나다인권법, 1998년 개정 이후): 진정직업요건에 기반을 둔 고
용주의 행위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으며(Section 15(1)), 이 경우 제공해
야 하는 편의가 과도한 어려움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Section 15(2)). 이는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에 관계없이 적용됨(Section 
15(8))

체코 인정
(간접차별)

•Law 198/2009(차별금지법): “장애를 사유로 한 간접차별은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를 포함함”(§3(2))

덴마크 인정
(간접차별)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 간접차별을 정의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조항 언급(§1 Para. 3).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규
정(§2a)은 제2장 “차별금지”의 조항.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규정 위반
에 대한 배상 규정(§7)

에스토니아 불인정 •LET(평등처우법):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조항의 제목이 “장애인을 위한 
조치의 이행”으로 되어있으며(§11), 그 외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
이행을 차별로 간주할만한 단서 없음

핀란드 불인정 •NDA(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조항의 제목이 “장애인의 고용 
및 훈련에 대한 접근 향상”으로 되어있음(5§).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는 
차별금지 조항에 제시된 차별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으며(6§), NDA 하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프랑스 인정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적절한 조치의 거부는 LC(노동법) 
Article L.122-45-4의 의미 내에서 차별로 간주됨”(Article 24(IV); LC 
Article L.323-9-1)

〈표 5-10〉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의 차별행위 간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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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판단 근거

독일 인정
(직접차별)

•SGB IX(사회법전 제9권): 차별로 간주할만한 단서 없음(§81(4))
•국내 판례(Federal Constitutional Court, 8 October 1997, 1 BvR 

9/97): 편의 미제공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차별로 인정
•국내 판례(Federal Labour Court, 19 December 2013, 6 AZR 

190/1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BGB(민법)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로 
파악하고,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AGG(일반평등처우
법)의 직접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판결

그리스 인정
(직접차별)

•Law 3304/2005(평등처우법): 차별로 간주할만한 단서 없음(Article 10)
•국내 판례(Athens Court of First Instance, 4 December 2008, Judgement 

2048/2008):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직접차별로 다룸

헝가리 불인정 •RPDA(장애인권리법, 2007년 개정 이후): 차별로 간주할만한 단서 없음(15§)

아일랜드 인정 •EEA(고용평등법): 차별로 간주할만한 단서 없음(Section 16(3))
•국내 판례(Equality Tribunal, DEC-E2003-04 외 다수): 합리적 편의제

공 실패를 차별로 간주
•ESA(평등지위법):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나 실패를 차별로 규정

(Section 4(1))

이스라엘 인정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합리적 편의제공 실패가 차별에 해당한다
고 규정(Section 8(e))

이탈리아 불인정 •Decree 216/2003(고용평등처우법, 2013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평등처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였을 뿐 차별로 
간주할만한 단서 없음(Article 3(3-bis))

일본 불인정 •장해차별해소법(2016년 시행): 사업주의 합리적 배려를 노력 의무로 규
정(제8조 제2항)

•장해자고용촉진법(2016년 시행): 합리적 배려 거부가 차별의 개념에 포
함되지 않으며(제35조), 사업주의 합리적 배려 불이행에 대해 후생노동
성의 통보, 지도, 권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제36조의 6)

룩셈부르크 불인정 •Law of 28 November 2006(차별금지법): 차별로 간주할만한 단서 없음
(Article 20(1);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Article 8(5))

멕시코 인정 •LFPED(연방차별금지법, 2014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를 차
별로 간주(Article 9(XXII Ter))

네덜란드 인정
(별도형태)

•DDA(장애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별도의 차별형태
로 제시(Article 2)

뉴질랜드 인정 •HRA(인권법):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예외사항 규정에서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 도출(Section 29(1))

노르웨이 인정 •AAA(장애차별금지법): 개별적 편의 보장 의무의 위반이 차별로 간주된
다고 규정(§12)

폴란드 인정 •ETA(평등처우법): 필요한 합리적 편의제공 실패는 Labour Code(노동
법) Article 183a(2-5)의 평등처우원칙 위반으로 간주됨(Article 27; 
DPA(장애인법) Article 23a(3))

슬로바키아 인정 •ADZ(차별금지법, 2007년 개정 이전): 일반적인 간접차별의 정의(§2(4))
를 제시하고 장애에 대한 간접차별의 정의(§7(1))를 별도로 제시함. 장
애에 대한 간접차별의 정의는 사실상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의

•ADZ(차별금지법, 2007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은 
평등처우원칙의 위반으로 간주됨(§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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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등처우 원칙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지시의 네 가지 구체적 차별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Bojarski, 2014: 47)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슬로바키아 ADZ는 원래 장애에 대한 간접차별을 합리적 조치의 거부나 실

패로 규정하였지만(§7(1)) 2007년 개정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거부나 실패를 평등처

우 원칙의 위반이라 규정하였다(§7(4)). ADZ에서 평등처우 원칙은 차별의 예방조치

도 포함하여 차별금지보다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거

부가 차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Debrecéniová and 

Dlugošová, 2014: 66). 물론 이들 국가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이 기존 차

별형태나 별도의 차별형태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의 개념은 별도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정의된 장애 개념에 의존한다.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의 개념

국가 구분 판단 근거

한국 인정
(별도형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
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형태 중 하나로 제시(제4조 제1항 3호)

스페인 인정
(간접차별)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 2003년 개정 이후): 간접차별의 정의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 포함(Article 37)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차별에 대한 
대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차별에 대한 처벌규정 적용(Article 7(c))

•RDL 1/2013(장애인권리법):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다른 차별
과 동일하게 평등기회 권리의 위반으로 규정(Article 63)

스웨덴 인정
(직접차별)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직접차별 규정(3§)이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에도 적용된다고 명시(6§)

•SFS 2008:567(차별법): 차별금지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도 적용된다
고 명시(Ch.2, 1§)

•SFS 2008:567(차별법)의 Government Bill 2007/08:95: 법률에서 “비장
애인과 유사한 상황(comparable situation)에 놓이게 할 수 있는 조치”라 
명시하였는데, “유사한 상황” 이슈는 직접차별에만 적용

영국 인정
(별도형태)

•DDA 1995(장애차별법):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실패를 별도의 차별형태
로 규정(Section 5(2); 이후 Section 3A(2))

•EqA 2010(평등법):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실패를 별도의 차별형태로 규
정(Section 21(2))

미국 인정 •ADA(미국장애인법), ADAAA(ADA개정법): 합리적 편의제공 불이행과 
합리적 편의제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
정(Section 12112(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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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소하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범위도 협소해지는 것이

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에 대한 평가결과가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의 적용범위에도 동일하게 대입된다. 하지만 OECD 28개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장애의 개념을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적용되는 개념과 달리 규정한 경우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에 해당하

는데 두 국가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보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차별

금지법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고용할당제도 법률에 규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 구분 판단 근거

프랑스 협소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합리적 편의제공의 대상은 LC(노동법) 
L.323-3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Article 24(IV); LC Article L.323-9-1). 
이는 고용할당제도의 대상이 되는 등록장애인, 산재장애인, 장애연금 수급
자, 장애퇴역군인으로 제한되며 자영업자는 제외

독일 협소 •SGB IX(사회법전 제9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81(4)는 할당
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

주: 나머지 국가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생략함

〈표 5-11〉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와의 비교 평가

   프랑스에서 장애차별금지의 원칙은 CSW(사회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게 적용되

지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Labour Code(노동법) L.323-3(현 L.5212-13)에 따른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독일도 장애차별금지법의 원칙은 SGB IX(사회법전 제9권)가 

정의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SGB IX §2(3)에 별도로 정

한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별도로 정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가 적용되는 장애인은 고용할당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다. 프랑스에서 고용할

당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장애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근

로자, 산업재해로 10%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관련된 보상을 받는 근로자,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퇴역군인이다. 따라서 비등록 장애인, 비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Latraverse, 2014: 59). 독일 SGB IX에서 중증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50% 이상 감소되었거나, 30~50% 감소되고 장애로 인해 취업

이나 직업유지가 불가능한 사람이며 행정적인 판정을 받아야 한다. 독일 국가보고서

는 이러한 상황이 EU 고용평등지침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Mahlmann, 2014: 59), EU 집행위원회는 이행강제절차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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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미 종결한 상태이다(European Commission, 2008c, 2009c, 2010c).

4. 합리적 편의의 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은 합리적 편의제공을 “특정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

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

하여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으로 

정의하였다(Article 2). 또한 EU 고용평등지침도 이와 유사하게 합리적 편의제공을 

“장애인과 관련된 평등처우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사례에서 필요한 경

우 장애인이 고용에 접근, 참여, 승진하거나 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

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Article 5). 이는 일반적인 정의일 뿐 합리적 편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유형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고용평등지침은 전문(preamble)에서 “예를 들어 건물과 장비, 근

로시간 패턴, 작업의 분배, 훈련이나 통합자원의 제공에 대한 조정”(Recital 20)이라 

표현하여 합리적 편의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편의

의 내용을 사전에 규정해서는 안되지만(Waddington, 2004: 8),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개념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

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역사가 깊지 않은 국가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사법재판

소의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사건에서도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쟁점이 되

었는데, 고용평등지침 전문에 언급된 ‘근로시간 패턴’이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개념인지가 이슈가 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근로시간 단

축’이 ‘근로시간 패턴’에 해당할 수 있으며(Paragraph 55), 고용평등지침 전문에 제시

된 편의의 목록이 열거적(exhaustive)이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시간 

패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평등지침에 명시된 편의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Paragraph 56).

   따라서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와 함께 그러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시적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Waddington, 2004: 29). 하지만 편의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를 개방적인 예시 방

식이 아닌 한정적인 열거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개별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 조치

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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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편의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은 크게 일반적인 정의만 제시한 경우와 편의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의의 내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개방적인 예시 목록인지, 한정적인 목록인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28개국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합리적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일반

적 정의만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합리적 편의는 단순하게 변경(modification), 조정

(adjustment 혹은 adaptation), 조치(measure) 등으로 표현된다. 예외적으로 아일랜드

의 EEA(고용평등법)는 2004년 개정되기 전까지 합리적 편의를 ‘특별한 처우나 시

설’(special treatment or facilities)로 표현했다(Section 16(3)). ‘시설’은 물리적 편의

에 한정된 표현이지만 ‘처우’는 변경, 조정, 조치와 같이 모든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합리적 편의를 포괄적인 일반정의로 규정한 것

이라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더해 편의의 내용을 개방적인 예시목록으로 제시한 국가

로 벨기에, 아일랜드(2004년 개정 이후), 이스라엘, 일본, 영국(2010년 이전), 미국이 

있다. 이 중 벨기에와 일본은 법률 상에는 합리적 편의의 일반적인 정의만 제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을 통해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 경우이다. 벨기에는 GAFA(일반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

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법적 강

제력을 가진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마련하였다. 이 협력협정에서 물질

적․비물질적 편의, 집합적․개별적 편의를 포함하는 합리적 편의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

하였다(Bribosia and Rorive, 2014: 79). 일본도 장해차별해소법이나 장해자고용촉진

법에서는 합리적 배려의 일반적 정의만 제시하였으나 2015년 3월 후생노동성에서 별

도로 마련한 ‘합리적 배려 지침’을 통해 영역별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영국, 미국은 장애차별금지법 내에 편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아일랜드는 2004년 EEA(고용평등법)를 개정하여 이전의 ‘특별한 처우나 

시설’이라는 표현 대신 ‘적절한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EU 고용평등지침과 

같이 “건물과 장비, 근로시간 패턴, 작업의 분배, 훈련이나 통합자원의 제공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스라엘의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역시 합리

적 편의에 “작업장, 장비, 직무요건, 근로시간, 채용시험, 작업지시, 훈련, 업무절차의 

조정이 포함된다.”는 예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법)는 열

두 가지,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 ADAAA(ADA개정법)는 여덟 가지로 이보다 

더 구체적인 예시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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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편의에 대한 개방적 예시목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 국가는 독일,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이다. 이 중 헝가리, 멕시

코, 뉴질랜드는 한정적 목록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합리적 편의의 정의에 사용한 표현 

자체가 특정 편의의 내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가하였다. 헝가리의 

RPDA(장애인권리법, 2007년 개정 이후)는 장애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workplace 

environment)과 채용과정에서의 ‘접근 가능한 환경’(accessible environment), 멕시코

의 LFPED(연방차별금지법, 2014년 이후)는 ‘기반시설과 서비스’(infrastructure and 

services), 뉴질랜드의 HRA(인권법)는 ‘특별한 서비스나 시설’(special services or 

facilities)로 편의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는 명백히 물리적 편의에 한

정되는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Kάdάr, 2014: 57). 문제는 멕시코와 뉴질랜드가 사

용한 ‘서비스’라는 표현이다. 서비스는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분명 일

반적인 ‘변경’, ‘조정’, ‘조치’, 그리고 아일랜드가 EEA(고용평등법)에서 2004년 개정 

이전에 사용한 ‘처우’라는 표현보다는 협소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례로 근무시간이나 

작업방식의 변경과 같은 제도적 조치가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제기가 가능

하다.

   독일과 한국은 매우 독특한 사례로 합리적 편의의 내용에 대한 목록이 존재하지만 

예시목록이 아니라 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SGB IX(사회법전 제9권)는 

합리적 편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없이 편의의 내용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81(4)).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이 

있지만(제4조 제2항), 고용 영역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여섯 가지로 한정하여 제시하

고 있다(제11조 제1항). 또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섯 가지의 목록으로 한정된다(시행령 제5조). 심재진(2013: 123)은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규정에 ‘이에 준하는 조치’와 같은 개방적 표현이 없어 한정적 열거 

방식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

로 정한 것 자체가 예시주의가 아닌 것을 입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한정적 

목록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형태의 편의를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면 실

질적으로 편의의 내용적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영국의 EqA 

2010(평등법)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 정의에 예시적 목록을 제시한 DDA 1995(장애

차별법)와 달리 EqA 2010은 합리적 편의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서 제시한 편의의 목록이 어느 정도로 한정적인지는 

현실에서 가능한 편의의 내용에서 누락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후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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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리적 조치 조직적․제도적 조치 교육적․보조적 조치 기타

미국
(ADA, 

ADAAA)

•시설에 접근 가능 
하도록 하는 것

•장비․장치의 획득 
또는 변경

•직무 재구조화
•시간제 또는 근로일정 조정
•공석 재배치
•시험, 훈련자료, 정책의 

적절한 조정이나 변경

•자격을 갖춘 
낭독자․통역사 제공

•장애인을 위한 
다른 유사한 
편의

영국
(DDA
1995)

•시설의 조정
•장비의 획득․변경

•장애인의 임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할당

•공석으로의 전보
•근무․훈련시간 변경
•근무․훈련장소 변경
•근무시간에 재활, 기능평가, 

치료 시간 허용
•취급설명서․참조설명서 변경
•시험․평가 절차 변경

•훈련․멘토링 제공
•낭독자․통역사 제공
•수퍼비전이나 다른 

지원의 제공

영국
(EqA
2010)

•작업장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조정

•규정, 기준, 관행의 조정 •보조기기의 제공
(보조 서비스 포함)

•접근가능한 형식의 정보제공

독일
(SGB 
IX)

•필요한 장비와 기계, 적절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사고의 위험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포함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작업장

•재택훈련에 대한 
우선적 고려

•외부 직업훈련 
참여지원

•필요한 기술적 
보조장비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고용

한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 
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
기 등 장애인보조 
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한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표 5-12〉 합리적 편의 내용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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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2>는 독일과 한국에서 제시한 편의의 목록을 비교적 상세한 예시목록을 

제시한 미국, 영국과 함께 비교한 것이다. 편의의 내용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사건의 판결문에서 

‘물리적, 조직적, 교육적 조치’를 언급한 것에 착안하였고(Paragraph 49), 여기에 모든 

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물리적 조치’, ‘조직적․제도적 조치’, ‘교육적․보조적 조

치’로 설정하였다.113)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독일과 한국의 편의 목록을 살펴보면 특히 

조직적․제도적 조치와 교육적․보조적 조치에 대한 목록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조직적․제도적 조치에서 독일은 근무시간만을 언급하고 있고 한국은 근

무시간, 자료 변경, 시험 및 평가과정 개선이 포함되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나는 

직무의 재구조화, 공석 재배치, 근무장소 변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적․보
조적 조치에서도 독일은 인적 보조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도 멘토링, 수퍼비전과 같

은 인적 지원을 포함하기 어렵다. 반면에 영국의 EqA 2010(평등법)은 합리적 편의를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음에도 각각의 형태가 매우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

되어 타 국가에서 제시된 목록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일과 

한국은 합리적 편의의 내용을 한정적 목록으로 제시한 것으로, 영국의 EqA 2010은 

일반적 정의만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합리성과 불균등한 부담 항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도에 대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평가기준은 모두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를 제한하는 요소인 ‘합리성’과 ‘불균등한 부담’과 관련되어 있으며, 

두 가지 요소는 종종 사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 연계되거나 동일한 개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 내에서 판단근거가 중첩된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편의제공 의무를 수식하는 ‘합리적’이라는 용어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

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네 번째 기준에 대한 평가에 앞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EU 

고용평등지침이 ‘합리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리

협약은 합리적 편의제공을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

113) Waddington(2004: 29)은 편의의 예시목록이 포함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하
였다. a) 건물, 장비, 지시, 참조매뉴얼, 시험, 평가, 선발과정의 변경, b) 근로시간 패턴 또는 작
업분배의 변경, c) 훈련 또는 통합자원의 제공, d) 공석 재배치, 다른 장소의 업무에 재배치, e) 
재활평가 또는 치료를 위한 휴가 허용, f) 장비의 획득, g) 낭독자, 통역사, 수퍼비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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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분 판단 근거

호주 일반정의 •DDA(장애차별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Section 4(1), 5, 6)

오스트리아 일반정의 •BEinstG(장애인고용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6(1a))

벨기에 개방적 
목록

•GAFA(일반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Article 4, 12°)
•2007년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집단적 

혹은 개인적일 수 있는 합리적 편의의 사례 제시

캐나다 일반정의 •CHRA(캐나다인권법, 1998년 개정 이후): 일반적 정의만 제시(Section 15(2))

체코 일반정의 •Law 198/2009(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3(2))

덴마크 일반정의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2a)

에스토니아 일반정의 •LET(평등처우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11)

핀란드 일반정의 •NDA(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5§)

프랑스 일반정의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장비 및 도구의 조정, 작업장 개조, 보
조인, 개별 장비 등을 예로 들고 있으나(Article 24(IV); LC(노동법) 
Article L.323-9-1), 이는 편의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편의제공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을 제시한 것임

독일 한정적 
목록

•SGB IX(사회법전 제9권): 합리적 편의의 일반적 정의 없이 편의의 내용을 
5가지 유형으로 제시(§81(4))

그리스 일반정의 •Law 3304/2005(평등처우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Article 10)

헝가리 한정적 
목록

•RPDA(장애인권리법, 2007년 개정 이후): 이미 고용된 장애근로자에 대한 
편의를 “작업환경, 특히 작업도구 및 장비의 조정”으로 표현(15§(2)). 채
용 과정에서의 편의는 개방적인 “접근가능한 환경”으로 표현(15§(3))

아일랜드 일반정의
 ↓
개방적 
목록

•EEA(고용평등법, 2004년 개정 이전): 합리적 편의를 “특별한 처우나 시
설”(special treatment or facilities)로 표현하며 일반적인 정의만 제시
(Section 16(3))

•EEA(고용평등법, 2004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를 사업장을 조정하는 
“적절한 조치(appropriate measures)”로 표현하며(Section 16(4)(a)), 여기
에는 “건물과 장비, 근로시간 패턴, 작업의 분배, 훈련이나 통합자원의 제
공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고 규정(Section 16(4)(b))

이스라엘 개방적 
목록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합리적 편의에 “작업장, 장비, 직무요건, 근
로시간, 채용시험, 작업지시, 훈련, 업무절차”의 조정이 포함된다고 규정
(Section 8(e))

이탈리아 일반정의 •Decree 216/2003(고용평등처우법, 2013년 개정 이후): 일반적 정의만 제
시(Article 3(3-bis))

일본 개방적 
예시

•장해차별해소법(2016년 시행): 일반적 정의만 제시(제8조 제2항)
•장해자고용촉진법(2016년 시행): 일반적 정의를 제시하고(제36조의 2, 제

36조의 3), 후생노동성이 구체적 지침을 정하도록 규정(제36조의 5)
•합리적배려지침(후생노동성, 2016년 시행): 고용의 세부 영역별로 합리적 

배려의 대표적인 사례 지시

룩셈부르크 일반정의 •Law of 28 November 2006(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Article 
20(1);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Article 8(5))

〈표 5-13〉 합리적 편의의 내용 제시방식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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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변경과 조정”(Article 2)으로 표현하며, 고용평등지침은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

지 않는 한 고용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Article 5)로 표현하고 전문에서 “적절

한 조치, 즉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Recital 20)고 제시한다. 

이러한 조문에는 ‘적절한’(appropriate)이라는 직무수행 효과성에 해당하는 표현이 등

장하며 고용평등지침은 전문에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effective and practical) 조치

라고 표현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확인해준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과 고용평등지침 

모두 합리적 편의의 의미에 불균등한 부담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리성은 

‘직무수행 효과성’과 ‘불균등한 부담의 부재’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addington and Lawson, 2009: 33).

국가 구분 판단 근거

멕시코 한정적 
목록

•LFPED(연방차별금지법, 2014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를 “기반시설과 
서비스”(infrastructure and services)의 변화와 조정으로 정의(Article 1(I))

네덜란드 일반정의 •DDA(장애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Article 2)

뉴질랜드 한정적 
목록

•HRA(인권법): 합리적 편의를 “특별한 서비스나 시설”(special services or 
facilities)로 표현(Section 29(1))

노르웨이 일반정의 •AAA(장애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2013년 개정 이전 §12, 개정 
이후 §26)

폴란드 일반정의 •ETA(평등처우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Article 27; DPA(장애인법) Article 
23a(1))

슬로바키아 일반정의 •ADZ(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7(1))

한국 한정적 
목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편의시설·설비·도
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규정하였으나(제4조 제2항), 
고용 영역의 정당한 편의는 6가지의 한정적인 목록으로 제시(제11조 제1
항).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서도 6가지의 한정적인 목록만 제시(시행령 제5조)

스페인 일반정의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 2003년 개정 이후): 일반적 정의만 제시
(Article 37bis(2))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Article 7(c))
•RDL 1/2013(장애인권리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Article 2(m))

스웨덴 일반정의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6§)
•SFS 2008:567(차별법): 일반적 정의만 제시(Ch.2, 1§)

영국 개방적 
목록
 ↓
일반정의

•DDA 1995(장애차별법): 합리적 편의에 대한 12가지의 예시목록 제시
(Section 6(3); 이후 Section 18B(2))

•EqA 2010(평등법): “규정, 기준, 관행의 조정”, “작업장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조정”, “보조기기의 조정(보조서비스 포함)”, “접근가능한 형식의 정
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정의만 제시(Section 20(2)-(5))

미국 개방적 
목록

•ADA(미국장애인법), ADAAA(ADA개정법): 합리적 편의에 대한 8가지 예
시목록 제시(Section 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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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Waddington(2004: 73)은 ‘합리성’이 순수한 ‘직무수행 효과성’으로 

이해되고 불균등한 부담은 별도의 항변요소로 제시되어 효과성 테스트와 불균등한 부

담 테스트가 명확히 구분되는 2단계 접근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네덜란드의 DDA(장애차별금지법)가 언급된다(Waddington, 2004: 71; 

Waddington, 2008: 331; Waddington and Lawson, 2009: 32). DDA는 합리적 편

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구성하지 않는 효과적 편의”로 표현하였는데, 법안설명서는 

편의제공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단계인 효과성 테스트와 2단계인 합리성 테스

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 1단계 효과성 테스트에서는 편의가 실제로 직무수행을 가

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적절성’, 편의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하며, 2단계인 합리성 테스트에서는 불균등한 부담을 확인한다

(Holtmaat, 2014: 50). DDA는 편의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합리성 대신 효과성을 사

용하였고, 합리성은 불균등한 부담 요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합리성의 개념에 대

한 혼란을 피했다. 또한 법안설명서에서 효과성 테스트와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가 명

확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쟁을 미리 차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Waddington(2008), Waddington and Lawson(2009)은 합리성이 ‘직무수행 효과

성’의 의미만을 갖는 경우와 ‘직무수행 효과성’과 ‘불균등한 부담의 부재’라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경우를 구분하고자 시도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DDA가 대

표적 사례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효과성과 함께 불균등

한 부담을 함께 제시한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법)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각국의 

법률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몇몇 대표적 사례가 되는 국가를 구분할 수 있을 뿐 대

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네덜란드의 DDA조차도 법안설명

서가 해석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조문상의 표현만으로 명확한 2단계 테스트 원칙

을 도출해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 EU 고용평등지

침과의 차이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네덜란드의 DDA나 

EU 고용평등지침과 유사하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합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의에 효과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이 존재하거나 합리성 또는 불균등한 부담의 평가기준에 효과성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로 규명할 수 있다.

   먼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의에서 효과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한 국가는 

네덜란드의 DDA를 포함하여 다수 존재한다. 네덜란드 DDA와 같이 ‘효과적 편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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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을 사용한 국가는 많지 않았으나 ‘적절한 조치’로 표현한 국가가 많았다. 그러

한 사례로는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 벨기에의 GAFA(일반차별금지법), 

덴마크의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 에스토니아의 LET(평등처우법), 프랑스의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그리스의 Law 3304/2005(평등처우법), 룩셈부르

크의 Law of 28 November 2006(차별금지법), 노르웨이의 AAA(장애차별금지법, 

2013년 개정 이후), 스페인의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 2003년 개정 이후)가 

있다. 이 외에도 멕시코의 LFPED(연방차별금지법, 2014년 개정 이후)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표현하였고, 아일랜드의 EEA(고용평등법, 2004년 개정 이후)는 ‘적절

한 조치’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스페인의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은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의 조치’, 

RDL 1/2013(장애인권리법)은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의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과 

조정’으로 표현하였다. ‘적절한 조치’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 것은 동일한 표현을 사

용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EU 고용평등지침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

일랜드와 스페인에서 추가적으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은 고용평등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벨기에의 GAFA는 

법률에서 합리적 편의를 ‘적절한 조치’로 표현하여 효과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2007년 제정된 협력협정에서 “합리적 편의는 반드시 효율적이고 장애인의 동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재확인하

고 있다(Bribosia and Rorive, 2014: 79).

   합리성 또는 불균등한 부담에 대한 판단요소 중의 하나로 직무수행 효과성을 제시

한 국가들도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의 DDA 1995(장애차별

법)를 포함하여 호주의 DDA(장애차별법), 체코의 Law 198/2009(차별금지법), 노르

웨이의 AAA(장애차별금지법), 슬로바키아의 ADZ(차별금지법)가 있다. 이러한 법률

에서 직무수행 효과성을 의미하는 표현은 대체로 불균등한 부담 혹은 과도한 어려움

을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제시되지만, 호주 DDA는 ‘정당화될 수 없는 어려움’, 

영국 DDA 1995는 ‘합리성’에 대한 판단요소로 제시된다. 효과성에 대한 표현도 ‘발

생하는 편익’, ‘장애인의 편의를 수용하는 정도’, ‘장벽 제거의 효과’, ‘문제의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던 영국은 EqA 

2010(평등법)에서 DDA 1995의 합리성 판단기준 조항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평등인

권위원회가 마련한 고용행위준칙(Employment Statutory Code of Practice)에 따르면 

이는 합리성의 판단요소가 개별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기존 DDA 1995의 항목

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사례로 제시하여 효과성의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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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EHRC, 2011: 84-85).

   편의제공의 ‘합리성’에 ‘직무수행 효과성’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특수한 사례로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합리적 편의제공을 ‘정당한 편

의제공’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당한’은 어느 국가에서도 편의제공 의무를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에는 ‘직무수행 효과성’을 짐작할만한 어떠한 표현도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당한’이라는 표현은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선택한 것인데, 이

는 ‘합리성’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즉 고용주에게 합리적인 것으

로 이해되는 것을 회피하고 편의제공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었다(박종운 외, 2010: 6; 심재진, 2013: 127; 최승철, 2010: 67-68). 이러한 배경

을 근거로 ‘정당한’이라는 표현이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 

있으나(박종운 외, 2010; 최승철, 2010) 본 연구의 분석기준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

렵다. ‘정당한 편의’라는 표현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의를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정당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도출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한 편의’

에서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를 이끌어낸 판례나 결정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의미가 인정될 여지가 열려 있지만 다른 국가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에 대한 다섯 번째 평가기준인 불균등한 부담 항변과 

관련하여 EU 고용평등지침은 “합리적 편의제공으로 인한 부담이 국가의 장애정책에 

의해 충분히 보상된다면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Article 5)고 규정하

고 있으며, 전문(preamble)에서는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특히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 조직의 규모와 재정적 자원, 공적 지원의 획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Recital 21)고 규정하였다. 고용평등지침이 ‘특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균등한 부

담에 대한 판단요소를 개방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회원국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가 쉽

게 충족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판단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편의가 불균등한 부담을 부

과하는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Waddington, 2004: 74).

   <표 5-14>는 합리성 또는 불균등한 부담의 판단요소를 법률에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다섯 가지 항목

은 장애차별금지법의 시행 역사가 깊은 영국(DDA 1995)과 미국(ADA)에서 모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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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최근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일본(장해자고용촉진법)에서도 다섯 가지 항목

을 모두 제시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국가에서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판단요소

로 제시되는데 ‘불균등한 부담’의 일반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소요비용이 명시되지 않

은 몇몇 국가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소요비용과 함께 

흔하게 나타나는 판단요소는 조직의 규모와 재정상태이다. 이는 조직의 규모가 작을

수록, 그리고 재정상태가 취약할수록 요구되는 편의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주로 비용적 부담과 관련된 것인데 몇몇 국가는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같이 비용 이외의 요소도 제시하고 있다. 다섯 가지 이외에도 각국

에 존재하는 판단요소는 편의의 이용 빈도(벨기에), 근로자의 사기(캐나다), 기술발전 

상황(스웨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평가요소 중에서 공적 지원의 획득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균등

한 부담에서 편의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본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조직의 규모가 

국가 소요비용 조직의 규모 조직의 재정상태
공적 자원의 
이용가능성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호주 ○ × ○ ×→○ ○

오스트리아 × × ○ ○ ×

벨기에 ○ × × ○ ○

체코 ○ × × ○ ○

에스토니아 ○ ○ × ○ ×

핀란드 ○ × ○ ○ ×

아일랜드 ○ ○ ○ ○ ×

이스라엘 ○ ○ × ○ ×

일본 ○ ○ ○ ○ ○

노르웨이 ○ ○ ○ ○ ×

슬로바키아 × × ○ ○ ×

스페인 ○ ○ ○ ○ ×

영국 ○ ○ ○ ○ ○

미국 ○ ○ ○ ○ ○

주: 합리성 또는 불균등한 부담의 판단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제시한 일부 국가만 제시함

〈표 5-14〉 합리성 또는 불균등한 부담에 대한 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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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재정상태가 취약할수록 그 기준이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공적 지원의 획득 가

능성을 고려한다면 불균등한 부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

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는 중소규모 조직

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와 재정적 자원’을 이유로 불균등한 부

담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사업주가 기존에 존재하는 편의제공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추동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시행하는 28개국 중에서 불균등한 부담에 대한 판단요소

로 공적 지원을 고려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는 캐나다의 CHRA(캐나다인권법), 헝가

리의 RPDA(장애인권리법), 이탈리아의 Decree 216/2003(고용평등처우법), 멕시코의 

LFPED(연방차별금지법), 뉴질랜드의 HRA(인권법),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스웨덴

의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와 SFS 2008:567(차별법)로 많지 않았다. 스웨

덴의 경우 ‘WEA(Working Environment Act, 근로환경법) 하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가 합리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제시된다. WEA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범

위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공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

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WEA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는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에게 근로복귀할 기회를 가질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Norberg, 

2014: 45), 장애차별금지법에 비해 적용대상이 제한되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개

별적 상황에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의 내용에서도 WEA가 이를 완전히 포괄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6. 소결

   다섯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 살펴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났다. 하지만 몇 가지 평가지표는 실제로 드러난 다양한 형태를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의 강도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로 간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차별, 

간접차별, 별도의 차별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하지만 어떠한 차별형태로 간

주하는 것이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Waddington(2004: 90)에 

따르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간접차별로 다루는 것이 가장 취약하며, 직접차별로 

다루는 것도 불균등한 부담이라는 재정적 항변요소가 다른 형태의 직접차별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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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효과성 
의미

공적 
지원

판단 근거

호주 포함 미고려
 ↓
고려

•DDA(장애차별법, 2009년 개정 이전): “정당화될 수 없는 어려움” 
(unjustifiable hardship)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손해의 성
격”, “관련된 장애의 영향”, “재정적 상황과 요구되는 지출의 추정
량”,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실행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Section 11)

•DDA(장애차별법, 2009년 개정 이후): 기존 규정에 “재정적 혹은 다
른 지원의 이용가능성” 추가(Section 11)

오스트리아 포함 고려 •BEinstG(장애인고용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
는 한 취해야 할 적절하고 필요한(appropriate and necessary) 조치”로 
표현(§6(1a)). “그러한 부담은 연방 혹은 지방 법률에 따른 공공재원으
로 충분히 보상된다면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됨”(§6(1a)). 
“부담이 불균등한지 검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특히 고려되어야 함: 
1. 불이익을 구성하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2. 고용주
의 경제적 능력, 3. 필요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정적 보
조, 4. 본 법률의 시행과 차별 혐의 사이의 시간 간격”(§7c(5))

벨기에 포함 고려 •GAFA(일반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한 취해야 할 적절한(appropriate) 조치”로 표현(Article 4, 
12°). “그러한 부담이 공공장애정책의 조치로 충분히 경감된다면 불
균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됨”(Article 4, 12°)

•2007년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합리적 편의는 반드시 
효율적(efficient)이고, 장애인의 동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합리성에 대한 비포괄적인 판단기준 제
시: “재정적, 조직적 영향, 편의의 이용 빈도, 다른 장애인의 삶의 질
에 대한 영향, 일반적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 적절한 대안
의 부족, 현존하는 강제적 규칙의 위반”

캐나다 미포함 미고려 •CHRA(캐나다인권법, 1998년 개정 이후):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지 않고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 항변만 명시하였으며, 
“건강, 안전, 비용”을 고려하도록 규정(Section 15(2))

•국내 판례(Supreme Court, 13 October 1990, 2 S.C.R. 489 등 다
수): “단체협약의 붕괴”, “근로자의 사기”, “노동력과 시설의 상호교
환가능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 언급

체코 포함 고려 •Law 198/2009(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
하지 않는 한 취해야 할 합리적 조치”로 표현(§3(2)). “특정 조치가 
불균등한 부담을 구성하는지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a) 
그러한 조치가 장애인의 필요를 수용하는 정도, b)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비용과 자연인 혹은 법인의 활동에 대한 방
해, c) 조치를 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 혹은 다른 지원, d) 
장애인의 필요를 수용하는 대안적 조치의 적절성”(§3(3))

덴마크 포함 고려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를 “적절한 조치
(appropriate measures)”로 표현하고,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2a). “그러한 부담이 공적인 조치에 의해 
충분히 경감된다면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됨”(§2a)

에스토니아 포함 고려 •LET(평등처우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한 취해야 할 적절한(appropriate) 조치”로 표현(§11(2)). “고용주에 
대한 부담이 불균등한지 결정할 때 재정적 비용, 조직의 규모, 공공
재원이나 다른 재원을 획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11(3))

〈표 5-15〉 합리성과 불균등한 부담 항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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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효과성 
의미

공적 
지원

판단 근거

핀란드 미포함 고려 •NDA(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를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로 
표현(5§). “합리성을 평가할 때 그러한 조치의 비용, 고용 및 훈련 
제공자의 재정상태, 공공재원이나 그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재원의 
지원 가능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5§)

•NDA(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 고용 및 훈련 제공자의 조직 규
모도 고려할 수 있음.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장의 운영을 
“너무 많이” 바꾸거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은 비합리적
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프랑스 포함 고려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합리적 편의를 “이행에 따른 부
담이 불균등하지 않는 한 취해야 할 적절한(appropriate) 조치”로 표
현(Article 24(IV); LC(노동법) Article L.323-9-1).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는 지원을 고려할 경우 불균등하다면”(Article 
24(IV); LC(노동법) Article L.323-9-1)

독일 미포함 고려 •SGB IX(사회법전 제9권): 합리적 편의에 대한 정의 없이 5가지 목
록만 제시. “고용주에게 불합리하거나”, “고용주에게 불균등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보건 및 안전 규정에 위배된다면” 편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81(4))

•국내 판례(Baden-Württemberg Land Labour Court, 22 June 2005, 
Az: 2 Sa 11/05):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불
균등한 부담이 부과될 경우, 그러한 편의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

그리스 포함 고려 •Law 3304/2005(평등처우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
하지 않는 한 취해야 할 적절한(appropriate) 조치”로 표현(Article 
10). “그러한 부담이 장애정책에 의해 충분히 경감된다면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됨”(Article 10)

헝가리 미포함 미고려 •RPDA(장애인권리법, 2007년 개정 이후): 편의에 “합리적” 혹은 이
에 상당하는 수식어가 없음(15§). 이미 고용된 장애근로자에 대한 
편의에 대한 비용에 대해 공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
만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 자체가 없어 이와 무관(15§(2)). 채용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의무는 “채용이 공고된 경우”, “장애구직자가 
면접에서 특별한 필요를 요청한 경우”, “고용주에게 불균등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15§(4))

아일랜드 미포함
 ↓
포함

고려 •EEA(고용평등법, 2004년 개정 이전): 편의가 “아주 적은 비용
(nominal cost)” 이상을 야기한다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고 규정(Section 16(3)(c))

•국내 판례(Equality Tribunal, 4 February 2002, DEC-E2002-004): 
“아주 적은 비용”을 결정할 때 “고용주의 규모와 자원”, “공공 혹은 
민간부문 여부”, “고용지원제도에 의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이용가
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EEA(고용평등법, 2004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를 “적절한 조치” 
(appropriate measures)로 표현(Section 16(3)(a)). 적절한 조치가 “효
과적이고 현실적인 조치”(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를 의미한
다고 규정(Section 16(4)(a)). “아주 적은 비용” 조건을 삭제하고 불
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를 추가하였으며,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 “기업의 규모와 재정적 자원”, “공적 재원이
나 다른 지원을 획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Section 
1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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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미포함 고려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합리적”이라는 수식어 없이 단순히 
“조정”(adjustments)이라 표현(Section 8(e)). “과도한 부담”(excessive 
burden)이 특정 상황에서 “비합리적 부담”(unreasonable burden)을 
의미하며, “조정의 비용과 성격”, “기업의 규모와 구조”, “사업 영역”, 
“근로자의 수”, “노동력의 구성”, “조정을 수행할 외부 혹은 국가 재
원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Section 8(e))

이탈리아 미포함 미고려 •Decree 216/2003(고용평등처우법, 2013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
의”에서 합리성의 개념이나 불균등한 부담 항변을 제시하지 않았으
며, “공공 고용주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에 이용 가능한 인적, 
재정적, 도구적 자원을 사용해야 함”이라 규정(Article 3(3-bis))

일본 미포함 고려 •장해차별해소법(2016년 시행):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배려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

•장해차별해소기본방침(내각부): “과중한 부담”을 판단하는 요소에 
“사무․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실현 가능성의 정도”, “비용․부담
의 정도”, “사무․사업 규모”, “재정․재무 상황”이 포함된다고 언급

•장해자고용촉진법(2016년 시행): 장해차별해소법 상의 “합리적 배려”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한 조치”라 표현하고, “과중
한 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음(제36조의 2, 제
36조의 3)

•합리적배려지침(후생노동성, 2016년 시행): “과중한 부담”의 판단요
소로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실현 곤란도”, “비용․부담 
정도”, “기업의 규모”, “기업의 재무 상황”, “공적 지원의 유무” 제시

룩셈부르크 포함 고려 •Law of 28 November 2006(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한 취해야 할 적절한(appropriate) 조치”로 표
현. “그러한 부담이 Grand-ducal Regulation of 7 October 2004의 
Article 26에 제시된 조치로 충분히 보상된다면 불균등한 것으로 간
주되어서는 안됨”(Article 20(1);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
법) Article 8(5))

멕시코 포함 미고려 •LFPED(연방차별금지법, 2014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필요하고 적
절한(necessary and appropriate) 변화와 조정”으로 정의(Article 1(I))

네덜란드 포함 고려 •DDA(장애차별금지법): “불균등한 부담을 구성하지 않는 효과적
(effective) 편의”로 표현(Article 2)

•DDA(장애차별금지법)의 법안설명서: 편의 의무를 판단할 때 1) 요
구되는 편의가 효과적인지, 2) 고용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
적인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효과성은 적절성과 필요성
을 의미하며, 합리성은 불균등한 부담의 개념으로 판단함. 효과적 편
의를 실현하는데 재정적 보상이 존재한다면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

뉴질랜드 미포함 미포함 •HRA(인권법):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예외사항으로, “장애인이 
특별한 서비스나 시설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고, 고용주가 그러한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합
리적이지 않은 경우”(Section 29(1)(a)),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포함
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Section 29(1)(b)) 제시

•국내 판례(Court of Appeal, 18 February 2011, NZCA 20): “합리
성”의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Section 29(1)(b)에 명시된 
“피해를 유발할 위험”, 그리고 비용을 고려한 “과도한 부담”(undue 
burden)과 함께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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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포함 고려 •AAA(장애차별금지법, 2013년 개정 이전): 합리적 편의를 “합리적
(reasonable) 개별적 편의”라 표현하고,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는 편
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12). 과도한 부담을 판단할 때 “장
벽 제거에 대한 편의의 효과”, “편의에 필요한 비용”, “기업의 자원”
을 특히 고려(§12)

•AAA(장애차별금지법, 2013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를 “적절한
(suitable) 개별적 편의”라 표현하고,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편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26).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장벽 제거에 대한 편의의 효과”, “편의에 필요한 비용”, “기업의 
자원”을 특히 고려(§26)

•AAA(장애차별금지법)의 법안준비문서: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법률에 명시된 세 가지 요소 외에도 “공공자원의 이용가능성”, “기업
의 규모”, “다른 사람의 편익”도 함께 언급

폴란드 미포함 고려 •ETA(평등처우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한 취해야 할 필요한 변화와 조정”으로 표현(Article 27; DPA(장애
인법) Article 23a(1)). “공공재원에 의해 충분히 보상된다면 부담은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Article 27; DPA(장애인법) Article 
23a(2))

슬로바키아 포함 고려 •ADZ(차별금지법): “합리적”이라는 수식어 없이 단순히 “조치” 
(measures)라 표현하고,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할 경우 적용되지 않
는다”고 규정(§7(1)).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조치의 채택이 장
애인에게 주는 편익”,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재원이나 다른 자원을 획
득할 가능성을 포함한 고용주의 재정적 자원”, “다른 대안적인 방식
으로 해당 조치의 목적을 획득할 가능성”을 고려(§7(2)). “특정 법률
에 의해 고용주가 그러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면 불균등한 부담이 
아님”(§7(3))

한국 미포함 미고려 •장애인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를 “정당한 편의”라 표현하고(제4조 
제2항),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항변 언급
(제4조 제1항). “정당한 사유”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
정 등”,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시(제4
조 제3항)

스페인 포함 고려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 2003년 개정 이후): 합리적 편의를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한 취해야 할 적절한(appropriate) 조
치”로 표현. 과도한 부담을 결정할 때 “공적 지원으로 충분히 경감되
는지”, “조치에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고려
(Article 37bis(2))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effective and practical) 방식의 
조치”로 표현. 불균등한 부담을 결정할 때 “조치의 비용”, “조치의 미
도입이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영향”, “관련된 개인 및 조직의 
구조와 성격”, “공적 재원이나 다른 지원을 획득할 가능성” 고려
(Article 7(c))

•RDL 1/2013(장애인권리법): 합리적 편의를 “불균등한 부담을 부과
하지 않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effective and practical) 방식의 필요
하고 적절한(necessary and appropriate) 수정과 조정”으로 표현
(Article 2(m)). 불균등한 부담을 결정할 때 “공적 지원으로 충분히 
경감되는지”, “조치에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 “기업의 규모와 매출
액” 고려(Article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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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미포함 미고려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를 “합리적으로 요
구되는 지원과 조정 조치”로 표현(6§)

•SFS 2008:567(차별법): 합리적 편의를 “합리적인 지원과 조정 조치”
로 표현(Ch.2, 1§)

•SFS 2008:567(차별법)의 Government Bill 2007/08:95: 합리성 평가
에서 “고용주의 재정적 상황”, “근로자의 장애, 근속기간, 근로형태의 
성격과 정도”, “고용주가 비용을 감내할 능력”, “WEA(Working 
Environment Act, 근로환경법) 하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조
치”, “기술발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영국 포함 고려 •DDA 1995(장애차별법): 합리적 편의를 “합리적 조정”으로 표현
(Section 6(1)). 특정 조치가 합리적인지 결정할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의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 “고용주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정도”, “조치를 취할 때 유발되는 재정적 비용의 정
도와 고용주의 활동을 방해하는 정도”, “고용주의 재정과 다른 자원
의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한 재정적 혹은 다른 지원의 이
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함(Section 6(4)). 이후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 추가(Section 18B(1))

•EqA 2010(평등법): 합리적 편의를 “합리적 조정”으로 표현(Section 
20(1)). DDA의 합리성 판단기준 조항 삭제

•EqA 2010 Employment Code of Practice(고용행위준칙): 합리성 판
단기준은 사례마다 다르다고 언급하며, DDA 1995에 제시된 기준을 
예로 제시

미국 미포함 고려 •ADA(미국장애인법), ADAAA(ADA개정법): “합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은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편의의 성격과 비용”, “시설의 전
반적인 재정적 자원”, “근로자의 수”, “비용과 자원의 영향”, “편의가 
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전반적인 재정적 자원”, “근로
자의 수를 고려한 기업의 전반적인 규모”, “시설의 수, 유형, 위치”, 
“노동력의 구성, 구조, 기능을 포함한 운영 유형”, “시설의 지형적 분
리, 행정적 혹은 재정적 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Section 12111(10))

•ADA Title I Regulations(ADA연방규정): 합리적 편의를 장애인이 
유자격 지원자로 간주되거나, 직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enable) 변경이
나 조정으로 규정하여 효과성의 의미 암시(§1630.2(o)(1)). ADA에 
언급된 “편의의 성격과 비용”을 “세액공제나 세금감면, 외부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한 편의의 성격과 순비용”으로 구체화(§1630.2(p))

•국내 판례(Court of Appeals, Seventh Circuit, 5 January 1995, 44 
F.3d 538; Supreme Court, 29 April 2002, 535 U.S. 391): “합리
적”이라는 표현을 “적절하거나 효과적인”(apt or efficacious)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편의”의 정도를 한정하며 편의의 편익과 비용이 “비
례적”(proportional)이라는 의미로 해석



175

차별의 맥락에서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항변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리적 조정 

의무의 항변요소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는 합리적 조정의 요건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어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AHRC, 2009a). 따라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별도의 차별형태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정되는 

차별형태의 유형별로 의무의 강도에 대한 정확한 위계를 설정할 수 없고, 법원의 사

법적 해석을 통해 별도의 차별형태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로 구분하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지표로서 적절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 편의 내용의 제시방식에서도 일반적 정의만을 제시한 경우와 예시적 

목록까지 제시한 경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

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예시적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 구체적 사

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UN 장애인권리협약과 EU 고

용평등지침의 영향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이미 많은 국가에 알려져 있다. 또한 

예시적 목록을 제시한 경우에도 국가별로 그 범위나 구체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예시적 목록이 오히려 합리적 편의의 내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여지도 충분

하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상당히 성숙된 영국이 EqA 2010(평등법)에서 DDA 

1995(장애차별법)에 제시되었던 구체적인 예시 목록을 삭제하고 일반적 정의와 다름

없는 규정을 제시한 것도 그러한 이유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예시적 목록을 고

려하지 않고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개방적으로 제시된 경우와 한정적으로 제시한 경

우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와 동일한가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프랑스와 독

일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고용할당제도의 대상으로 제한하

여 일반적인 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보다 협소하게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용대상이 유독 협소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의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일본은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장해자고용촉진법에서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대상을 고용할당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였

으나 일반적인 차별금지 또한 고용할당제도 적용대상 장애인으로 동일하다. 또한 폴

란드의 ETA(평등처우법)와 같이 일반적인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의료적 

판정을 기반으로 한 행정적 등록을 전제로 할 경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적용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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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더 제한하지 않더라도 프랑스, 독일에 적용되는 범위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는 

없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서 ‘합리성’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Waddington(2008), Waddington and Lawson(2009)이 제시한 세 가지 유

형의 구분이 현실에서는 모든 국가의 특성에 적용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합리적 편의제공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효과성과 불균등한 부담을 통합하여 합리성 테스트로 일원화하는 경우와 합리성 테스

트와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로 분리하여 명확한 2단계 접근법을 취하는 경우가 제시된

다. 또한 전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이,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네덜란드가 있다. 

하지만 명확한 2단계 접근법은 네덜란드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Waddington and 

Lawson(2009: 32)이 유사한 사례로 제시한 아일랜드와 프랑스에서도 그러한 2단계 

접근법이 유효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더구나 합리성에 대한 평가절차는 법

률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불명확성이 크

다. 따라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판단과정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구분은 이론적 

이상형이라 볼 수 있으며 편의제공의 직무수행 효과성이 고려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

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

   <표 5-16>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한 수준으로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평가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호주의 

DDA(장애차별법), 오스트리아의 BEinstG(장애인고용법), 벨기에의 GAFA(일반차별금

지법), 체코의 Law 198/2009(차별금지법), 덴마크의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 

그리스의 Law 3304/2005(평등처우법), 네덜란드의 DDA(장애차별금지법), 노르웨이

의 AAA(장애차별금지법), 슬로바키아의 ADZ(차별금지법), 스페인의 RDL 1/2013(장

애인권리법), 영국의 EqA 2010(평등법)이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에서 모두 의무의 강

도가 높은 방식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이를 제외하면 프랑스의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도 비교적 강도 높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벨기에의 GAFA, 네덜란드의 

DDA, 영국의 EqA 2010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이 

아닌 명확한 별도의 차별형태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DDA는 명확한 2단

계 접근법으로 효과성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가장 높은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

   헝가리의 RPDA(장애인권리법), 뉴질랜드의 HRA(인권법),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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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무 불이행의 
차별행위 간주

차별금지 장애 
정의와의 비교

합리적 편의의 
내용 제시방식

합리성에 효과성 
의미 포함 여부

불균등한 부담에 
공적 지원 고려

호주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미고려→고려

오스트리아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벨기에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캐나다 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 미고려

체코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덴마크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에스토니아 불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핀란드 불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 고려

프랑스 인정 협소 개방적 포함 고려

독일 인정 협소 한정적 미포함 고려

그리스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헝가리 불인정 동일 한정적 미포함 미고려

아일랜드 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포함 고려

이스라엘 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 고려

이탈리아 불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 미고려

일본 불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 고려

룩셈부르크 불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멕시코 인정 동일 한정적 포함 미고려

네덜란드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뉴질랜드 인정 동일 한정적 미포함 미고려

노르웨이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폴란드 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 고려

슬로바키아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한국 인정 동일 한정적 미포함 미고려

스페인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스웨덴 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 미고려

영국 인정 동일 개방적 포함 고려

미국 인정 동일 개방적 미포함 고려

주: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도입하지 
않은 칠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28개국 대상

〈표 5-16〉 국가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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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도 그 의무의 강도가 특히 취약한 

국가들로 평가할 수 있다. 세 국가는 모두 합리적 편의의 내용을 모든 형태를 포괄하

지 못하는 한정적 방식으로 제시하였고, 편의제공의 직무수행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

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불균등한 부담을 판단할 때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는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헝가리의 RPDA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

로 간주하지도 않아 특히 의무의 강도가 낮다.

   물론 여기에 제시한 다섯 가지 평가기준만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완

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다섯 가지 평가기준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재조치가 가능한지에 따라 그 의무의 

강도를 달리 평가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장해자차별해소법에서 합리적 배려 의무

는 노력 의무로 규정되었을 뿐이며(제8조 2),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해자고용촉진

법에서는 합리적 배려 의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후생노동성의 조언, 지도, 권고가 가

능하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제3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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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용효과 실증분석

제1절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법률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다. 고용효과를 추정하기에 앞서 장애 출현율과 고용률 등 분석 대상이 되는 LIS 자

료에서 나타나는 주요 개인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앞서 비교법 연구를 통해 

얻은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현황을 실제 변수로 조작화하고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기

타 국가지표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다수준모형 

분석을 통해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1. LIS 자료의 기본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LIS 자료는 24개 국가의 2000~2010년 4개 웨이브에 

해당하는 총 78개의 데이터세트이다. 이들 데이터세트에서 연구대상인 25~54세에 해

당하면서 이후 고용효과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는 

총 1,665,731명이다. [그림 6-1]과 [그림 6-2]는 이러한 전체 표본에서 장애 출현율

과 고용률을 보여준다. 여기서 제시한 수치는 한 국가에 포함된 전체 사례의 평균값

이 아니라 데이터세트별 평균값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웨이브별 비가

중(non-weighted)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또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데이터세트의 평균값을 산출할 때에는 LIS에서 제공하는 개인횡단가중치를 적용

하였다.

   [그림 6-1]에서 OECD 24개국의 평균 장애 출현율은 11.4%로 나타난다. 직접적

인 비교는 어렵지만 2000년대 후반 OECD 27개국의 20~64세 장애 출현율이 약 

14%로 나타났기 때문에(OECD, 2010: 22), 상대적으로 다소 연령층이 낮은 본 자료

에서 나타난 11.4%의 수치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NL), 영국

(UK), 슬로바키아(SK)는 장애 출현율이 20%가 넘어 25~54세 인구 5명 중 1명 정도

가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 출현율이 낮은 국가는 대부분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한 국가이다. 하지만 근로장애 변수를 사용한 미국(US)도 6.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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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낮은 장애 출현율을 보였고,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한 국가 중에서도 3.8%

를 보인 이스라엘(IL)부터 9.1%를 보인 폴란드(PL)까지 그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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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 표본에 개인횡단가중치 적용. 25~54세 중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 대상. 국가별 값은 웨이브별 장애 출현율의 평균. OECD-24의 값은 24개국의 평균

[그림 6-1] 국가별 장애 출현율

   [그림 6-2]는 장애인 고용률과 비장애인 고용률, 그리고 비장애인 고용률 대비 장

애인 고용률의 상대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OECD 24개국에서 비장애인 고용률은 평

균 83.3%, 장애인 고용률은 45.5%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54.3% 수준이었다. 즉,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OECD(2010: 51)가 20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27개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약 44%, 비장애인과의 고용률 상대비율은 약 58%로 나타나 본 자

료에서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SK), 오스트리아(AT), 독일(DE), 룩셈부르크(LU) 등으로 65%를 넘었으며, 비장애인

과의 고용률 상대비율도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애 출현율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한 국가가 대체로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률 상대비율 모두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한 독일(DE)이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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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데, 독일의 행정적 장애 변수가 장애인 고용할당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적 장애인 기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활동제약 장애 변

수를 사용한 국가 중에서도 아일랜드(IE)는 장애인 고용률이 38.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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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장애인 고용률,  비장애인 고용률, ◇ 비장애인 고용률 대비 장애인 고용률의 상대비율
주: 전체 표본에 개인횡단가중치 적용. 25~54세 중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 대상. 국가별 값은 웨이브별 고용률 및 상대비율의 평균. OECD-24의 값은 24개국
의 평균

[그림 6-2] 국가별 장애인-비장애인 고용률

   본 연구에서 LIS 전체 표본의 규모는 매우 크며 이는 통계적 관점에서 상당한 장

점이 된다. 하지만 분석방법에 서술하였듯이 다수준모형 추정의 복잡성과 LIS 분석시

스템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세트 별 사례수의 큰 격차로 인해 실제 분석 대상을 제한

하였다. 데이터세트별 분석 대상은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최대 30,000명으로 통일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현실적으로 다수준모형의 분석이 가능한 최대 사례수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LIS 전체 표본 1,665,731명 중에서 실제 다수준모형 분석에

는 977,727명이 포함되었다.

   <표 6-1>과 <표 6-2>는 이러한 다수준모형 분석에 포함된 LIS 분석표본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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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제시한 수치 역시 한 국가에 포함된 전체 사례의 평균값이 

아니라 데이터세트별 평균값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와 웨이브의 비가중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114) 먼저 <표 6-1>에서 각국의 고용률은 아일랜드가 70.7%

로 가장 낮고 아이슬란드가 88.2%로 가장 높으며, 장애 출현율은 이스라엘이 3.6%로 

가장 낮고 영국이 20.7%로 가장 높았다. 기타 개인 특성에서는 생물학적 특성인 성

과 연령은 국가별로 비교적 유사한 수치를 보인 반면에, 유배우자 비율, 가구주 비율,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국가별 편차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표본의 개인 특성

은 앞서 살펴보았던 LIS 전체 표본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무작위 표본

추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가중치 적용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1>에 제

시한 데이터세트별 상관관계를 보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전체 표본과의 상관관계

는 대부분 거의 1에 가까운 반면,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표본과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다. 하지만 대부분 0.9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지는 성과 

연령은 통제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표 6-2>는 LIS 분석표본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률을 산출한 것이다. 앞서 

전체 가중 표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장애인 고용률 수준과 장애인 고용률 수준은 

그 순위가 상당히 일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 수준, 

비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고용률의 상대비율, 고용률 격차의 순위는 상당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몇몇 국가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순위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장애인 고용률이 66.3%로 전체 24개국 중 5위에 해당하지만 고용률 

상대비율은 8위, 고용률 격차는 10위로 순위가 낮아진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도 고용률 상대비율과 고용률 격차는 4위를 보인다. 웨이브별로 살펴보면 웨

이브 5~7(2000~2007년) 사이에는 장애인 고용률, 고용률 상대비율, 고용률 격차가 

모두 개선되다가 웨이브 8(2010년)에서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만약 본 연

구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채택한다면 고용률 상대비율이 고용효과의 판단기준이 

되지만 선형확률모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고용률 격차가 실제 판단기준이 된다. 고

용률 상대비율과 고용률 격차는 그 순위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어 판단기준에 따른 결

과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14) 데이터세트별 개인 특성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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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
고용
(%)

장애
(%)

남성
(%)

연령
(Mean)

유배우
(%)

가구주
(%)

교육수준 
중간(%)

교육수준 
높음(%)

호주 16,239 77.0 13.5 47.6 37.8 70.4 56.1 35.5 36.6

오스트리아 8,209 82.8 13.5 49.0 39.8 68.3 48.6 68.5 15.2

벨기에 2,792 84.3 10.7 47.7 39.9 70.6 54.1 32.9 41.5

캐나다 108,912 83.4 19.4 48.7 40.3 70.5 54.6 27.9 59.3

체코 18,885 81.7 12.7 45.4 39.9 64.6 50.8 77.2 15.9

덴마크 60,000 83.8  5.5 50.7 39.5 54.8 57.7 46.7 28.0

에스토니아 21,179 79.2 20.3 48.0 40.7 56.1 50.7 62.9 24.2

핀란드 42,415 82.4  5.0 50.0 41.5 64.4 55.4 45.1 39.4

프랑스 21,447 81.4  6.4 47.9 39.9 62.5 54.9 44.7 28.7

독일 40,647 83.9  6.4 47.5 40.6 66.4 56.5 56.9 31.6

그리스 22,901 71.6  9.4 48.9 39.8 70.6 41.7 40.0 23.3

헝가리 4,827 73.6  8.9 45.1 40.9 60.5 47.4 63.5 19.3

아이슬란드 4,714 88.2 13.7 49.6 39.6 51.7 61.2 43.0 31.6

아일랜드 16,889 70.7 13.3 47.5 40.5 63.7 51.7 32.1 33.3

이스라엘 30,163 73.5  3.6 47.3 38.9 73.8 48.1 36.6 43.7

룩셈부르크 17,673 79.1 12.7 49.6 38.7 64.1 51.7 38.7 27.9

네덜란드 21,542 86.5 20.4 47.0 40.3 60.8 59.7 45.0 36.3

노르웨이 89,606 83.1  5.1 50.5 40.2 53.3 56.2 50.4 33.7

폴란드 120,000 75.3  9.1 48.1 40.1 78.3 46.9 71.8 15.6

슬로바키아 20,321 83.9 20.3 48.7 39.9 68.9 40.4 73.7 21.3

스페인 51,285 71.8 12.3 48.8 39.5 65.0 42.2 29.0 23.6

스웨덴 22,237 87.2  4.8 49.6 40.2 52.4 57.1 56.4 29.8

영국 94,844 78.8 20.7 47.3 39.8 59.3 56.9 55.0 24.6

미국 120,000 79.3  6.4 47.7 39.7 66.1 53.5 47.9 40.8

전체 977,727 80.1 11.4 48.3 39.9 64.0 52.3 49.2 30.2

데이터세트별 상관관계(N=78)

비가중 전체표본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가중 전체표본 0.95 *** 0.99 *** 0.77 *** 0.68 *** 0.92 *** 0.92 *** 0.99 *** 0.98 ***

주: 25~54세로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 중 데이터세트별 최대 30,000명으로 무작위 추
출한 표본 대상. 국가의 값은 웨이브별 값의 평균. 전체 값은 24개국 값의 평균.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이며 데이터세트 단위로 분석

* p＜0.05, ** p＜0.01, *** p＜0.001

〈표 6-1〉 LIS 분석표본의 개인 특성



184

구분 비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고용률 상대비율(%) 고용률 격차(%p)

호주 82.5  (17) 42.0  (15) 50.9  (15) 40.5  (16)

오스트리아 85.4  (10) 66.5  ( 4) 77.8  ( 2) 18.9  ( 2)

벨기에 86.6  ( 8) 65.1  ( 6) 75.2  ( 5) 21.5  ( 5)

캐나다 87.2  ( 6) 67.4  ( 3) 77.3  ( 3) 19.8  ( 3)

체코 85.5  ( 9) 55.9  (10) 65.5  (12) 29.5  (13)

덴마크 87.7  ( 4) 16.2  (22) 18.4  (22) 71.5  (23)

에스토니아 83.9  (14) 59.7  ( 9) 71.1  ( 9) 24.2  ( 8)

핀란드 84.9  (13) 34.0  (18) 40.0  (18) 51.0  (18)

프랑스 83.3  (15) 47.6  (13) 57.1  (14) 35.6  (14)

독일 85.3  (11) 63.6  ( 7) 74.6  ( 6) 21.7  ( 7)

그리스 73.8  (24) 49.1  (12) 66.2  (10) 24.7  ( 9)

헝가리 79.5  (20) 13.1  (24) 16.4  (23) 66.4  (22)

아이슬란드 91.8  ( 1) 66.3  ( 5) 72.1  ( 8) 25.5  (10)

아일랜드 75.7  (21) 38.4  (17) 50.7  (16) 37.2  (15)

이스라엘 75.5  (22) 21.9  (21) 28.9  (20) 53.6  (20)

룩셈부르크 81.6  (18) 60.0  ( 8) 73.5  ( 7) 21.6  ( 6)

네덜란드 90.8  ( 2) 69.5  ( 1) 76.5  ( 4) 21.3  ( 4)

노르웨이 86.8  ( 7) 14.2  (23) 16.3  (24) 72.7  (24)

폴란드 80.0  (19) 28.0  (19) 35.0  (19) 51.9  (19)

슬로바키아 87.6  ( 5) 69.1  ( 2) 78.8  ( 1) 18.5  ( 1)

스페인 74.9  (23) 47.4  (14) 63.2  (13) 27.5  (11)

스웨덴 89.6  ( 3) 39.2  (16) 43.8  (17) 50.4  (17)

영국 84.9  (12) 55.6  (11) 65.5  (11) 29.3  (12)

미국 83.1  (16) 22.4  (20) 26.9  (21) 60.7  (21)

웨이브 5 83.0 43.5 52.4 39.6

웨이브 6 83.6 47.3 56.3 36.3

웨이브 7 84.7 48.7 57.0 36.0

웨이브 8 81.4 44.3 53.8 37.1

주: 25~54세로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 중 데이터세트별 최대 30,000명으로 무작위 추
출한 표본 대상. 국가의 값은 웨이브별 값의 평균. 웨이브 값은 국가별 값의 평균. 괄호 안은 
순위

〈표 6-2〉 LIS 분석표본에서 비장애인-장애인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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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차별금지법 변수 및 국가지표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를 추정하기에 앞서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

입 상태를 조작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은 법률 제․개정일

이 아니라 시행일로 판단하며, 독일과 같이 차별금지의 원칙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

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만 시행된 시기는 장애차별금지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듬해를 시행연도로 조작화하였다. <표 6-3>은 이러한 기준으

로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여부를 각 데이터세트의 조사연도에 맞춰 코딩한 결과이다.

   24개국 중 현재까지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23개

국이며 2000년 이전부터 시행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 미국 7개국, 그리고 폴란드는 2010년 이후에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하였다. 따

라서 분석 기간인 2010~2010년 사이에 최대 15개국에서만 장애차별금지법 도입상태

의 변화가 관찰될 수 있다. 하지만 LIS의 몇몇 웨이브가 누락되어 실제 데이터에서 

변화가 관찰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이렇게 국가 내 변화가 적게 관찰되는 상황

은 다수준모형에서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변 국가특성인 2수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하면 국가 고유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고 회귀계수가 국가 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

과관계의 의미에 부합한다. 하지만 국가 간 변량을 제거하여 통계적 효율성이 낮아지

는데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는 이러한 문제가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추후 다수준모형 분석에서 2수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한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평균 중심화를 선택한 모형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표 6-4>는 통제변수가 될 국가지표들의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장애급여제도의 

장애기준과 근로유인은 매우 상반된 특성을 보이는 국가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장애급여제도에서 장애기준이 관대한 핀란드와 독일은 근로유인에서는 상대적으로 평

균 혹은 그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또한 근로유인이 높은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

아, 영국, 미국은 장애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네덜란드는 장애기준도 관대하고 근로유

인도 강한 국가로 평가된다. 고용할당제도는 24개국 중에서 8개국이 시행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충격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감율과 조합주의를 나타내는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협상 적용률 및 조정력은 국가 간 편차가 매우 크며 대체로 시

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 제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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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성, 고용보호 엄격성, ALMP 지출수준, 조세격차 역시 국가별 편차는 크지만 대

체로 국가의 개입수준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했다. <표 6-5>는 이들 국가지표들 사

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조합주의와 노동시장 제도 변수들 사이에서 높은 상

관관계가 일부 관찰되지만 통제변수이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일
시행연도
(조작화) 웨이브 5 웨이브 6 웨이브 7 웨이브 8

호주 1993.03.01. 1993 - - - 1 (2010)

오스트리아 2005.08.11. 2006 0 (2000) 0 (2004) - -

벨기에 2007.06.09. 2007 0 (2000) - - -

캐나다 1985.04.17. 1985 1 (2000) 1 (2004) 1 (2007) 1 (2010)

체코 2009.09.01. 2010 - 0 (2004) 0 (2007) 1 (2010)

덴마크 2004.12.28. 2005 0 (2000) 0 (2004) - -

에스토니아 2004.05.01. 2004 0 (2000) 1 (2004) 1 (2007) 1 (2010)

핀란드 2004.02.01. 2004 0 (2000) 1 (2004) 1 (2007) 1 (2010)

프랑스 2001.11.16. 2002 0 (2000) 1 (2005) - -

독일 2006.08.18. 2007 0 (2000) 0 (2004) 1 (2007) 1 (2010)

그리스 2005.01.27. 2005 0 (2000) 0 (2004) 1 (2007) 1 (2010)

헝가리 2004.01.27. 2004 - 1 (2005) 1 (2007) 1 (2009)

아이슬란드 미도입 미도입 - 0 (2004) 0 (2007) 0 (2010)

아일랜드 1999.10.18. 2000 1 (2000) 1 (2004) 1 (2007) 1 (2010)

이스라엘 1999.01.01. 1999 1 (2001) 1 (2005) 1 (2007) 1 (2010)

룩셈부르크 2006.12.09. 2007 0 (2000) 0 (2004) 1 (2007) 1 (2010)

네덜란드 2003.12.01. 2004 0 (1999) 1 (2004) 1 (2007) 1 (2010)

노르웨이 2009.01.01. 2009 0 (2000) 0 (2004) 0 (2007) 1 (2010)

폴란드 2011.01.01. 2011 0 (1999) 0 (2004) 0 (2007) 0 (2010)

슬로바키아 2004.07.01. 2005 - 0 (2004) 1 (2007) 1 (2010)

스페인 2003.12.04. 2004 0 (2000) 1 (2004) 1 (2007) 1 (2010)

스웨덴 1999.05.01. 1999 1 (2000) 1 (2005) - -

영국 1996.12.02. 1997 1 (1999) 1 (2004) 1 (2007) 1 (2010)

미국 1992.07.26. 1993 1 (2000) 1 (2004) 1 (2007) 1 (2010)

주: 0=미도입, 1=도입. 괄호 안은 LIS 자료의 조사연도

〈표 6-3〉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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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bdl dbwi quota tfp uden ucov coord ubrr epl almp tax dme

호주 1.5 1.0 0 -1.5 18.4 45.0 2.0 45.5 1.4 0.3 14.6 0

오스트리아 3.5 3.0 1  0.9 35.5 98.8 4.0 54.2 2.0 0.6 35.7 0

벨기에 2.5 0.0 0  0.6 56.2 96.0 5.0 62.9 2.5 0.9 42.6 0

캐나다 1.0 4.0 0 -0.6 27.7 31.8 1.0 45.2 0.9 0.3 20.4 0

체코 3.5 3.0 1  1.6 18.2 39.0 2.0 50.6 1.9 0.3 23.8 0

덴마크 1.8 4.0 0  0.9 72.1 84.0 4.0 80.2 2.0 1.8 29.9 1

에스토니아 1.6 5.0 0  1.5 10.0 26.8 1.5 39.2 2.1 0.1 31.3 0

핀란드 4.0 2.0 0  0.6 71.5 88.2 3.5 64.8 1.8 0.9 38.3 1

프랑스 1.5 3.0 1  0.4  7.8 92.0 2.0 59.4 3.2 1.1 41.7 0

독일 4.0 2.5 1 -0.4 21.3 64.9 3.8 59.4 2.2 1.0 34.6 1

그리스 2.5 2.0 0 -0.5 24.5 65.0 2.8 25.6 3.1 0.2 41.5 0

헝가리 2.5 2.0 1  0.7 15.1 34.3 2.0 44.5 1.8 0.4 42.6 1

아이슬란드 2.5 0.0 0 -0.3 90.2 88.2 4.5 61.3 1.4 0.1 19.0 0

아일랜드 1.5 2.0 0 -0.8 34.4 42.6 3.8 70.2 1.2 0.8  7.7 0

이스라엘 2.0 2.0 0  0.6 35.1 56.0 2.0 37.4 1.4 0.2 22.3 1

룩셈부르크 1.5 1.0 1 -0.3 39.7 58.5 2.0 62.8 3.2 0.4 12.0 0

네덜란드 3.3 4.5 0  0.4 20.9 84.7 3.5 68.3 1.9 1.3 30.0 0

노르웨이 2.0 0.0 0 -0.9 54.0 73.3 4.3 72.1 2.7 0.7 29.9 1

폴란드 3.5 3.0 1  2.4 17.4 36.0 1.0 47.4 2.0 0.5 32.7 1

슬로바키아 3.5 3.0 1  3.1 19.8 38.3 1.7 40.0 1.8 0.2 24.6 0

스페인 2.5 2.0 0 -0.8 16.4 77.8 3.8 50.5 2.9 0.8 33.0 0

스웨덴 3.0 0.0 0  2.0 77.8 94.0 4.0 68.6 2.0 1.5 43.5 1

영국 1.5 5.0 0  0.3 28.3 34.1 1.0 51.2 1.0 0.3 27.6 0

미국 1.0 4.0 0  1.0 12.0 13.8 1.0 29.3 0.6 0.1 18.7 1

웨이브 5 2.3 2.6 0.3  1.5 37.0 65.2 2.7 56.0 2.1 0.7 31.3 0.4

웨이브 6 2.4 2.6 0.4  0.9 35.0 60.2 2.8 53.4 1.9 0.6 29.4 0.4

웨이브 7 2.4 2.6 0.3  1.0 29.7 52.7 2.5 50.7 1.9 0.4 26.9 0.4

웨이브 8 2.4 2.5 0.3 -1.7 28.2 51.6 2.6 50.8 1.9 0.5 25.4 0.4

주: dbdl=장애급여제도의 장애기준, dbwi=장애급여제도의 근로유인, quota=고용할당제도 도입여
부, tfp=총요소생산성 증감률, uden=노동조합 조직률, ucov=임금협상 적용률, coord=임금협상 
조정력, ubrr=실업급여 관대성, epl=고용보호 엄격성, almp=ALMP 지출수준, tax=조세격차, 
dme=장애측정 유형. 시불변 변수의 웨이브별 값이 다른 것은 포함된 국가가 다르기 때문임

〈표 6-4〉 국가별-시기별 거시지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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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ddl dbdl dbwi quota tfp uden ucov coord ubrr epl almp tax dme

ddl 1.00

dbdl -0.29
*

1.00

dbwi 0.22 -0.16 1.00

quota -0.27
*

0.42
***

-0.05 1.00

tfp -0.25
*

0.20 0.19 0.22 1.00

uden -0.26
*

0.13 -0.58
***

-0.32
**

-0.03 1.00

ucov -0.31
**

0.43
***

-0.49
***

-0.10 -0.13 0.59
***

1.00

coord -0.15 0.35
**

-0.56
***

-0.20 -0.24
*

0.56
***

0.76
***

1.00

ubrr -0.25
*

0.18 -0.32
**

-0.02 -0.14 0.56
***

0.58
***

0.59
***

1.00

epl -0.34
**

0.24
*

-0.40
***

0.29
*

-0.09 -0.01 0.50
***

0.31
**

0.16 1.00

almp -0.11 0.32
**

-0.07 -0.04 -0.10 0.29
*

0.62
***

0.52
***

0.72
***

0.24
*

1.00

tax -0.16 0.49
***

-0.01 0.10 0.18 -0.01 0.40
***

0.17 -0.08 0.39
***

0.31
**

1.00

dme -0.03 0.24
*

-0.21 0.06 0.11 0.22 0.00 0.05 0.07 -0.15 0.21 0.27
*

1.00

주: Pearson 상관계수(N=78). ddl=장애차별금지법 도입여부, dbdl=장애급여제도의 장애기준, dbwi= 
장애급여제도의 근로유인, quota=고용할당제도 도입여부, tfp=총요소생산성 증감률, uden=노동
조합 조직률, ucov=임금협상 적용률, coord=임금협상 조정력, ubrr=실업급여 관대성, epl=고용
보호 엄격성, almp=ALMP 지출수준, tax=조세격차, dme=장애측정 유형

* p＜0.05, ** p＜0.01, *** p＜0.001

〈표 6-5〉 거시지표 간 상관관계

3. 분석결과

   <표 6-6>은 본격적인 고용효과 분석에 앞서 데이터세트별, 국가별 표본의 크기에

서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다수준모형에 적용되는 집단별 가중치를 확인한 것이다.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데이터세트별 최대 표본수를 30,000으로 제한하였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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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표본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아무런 설명변수도 추가하지 않은 

채 종속변수의 평균값과 수준별 오차의 분산만을 추정한 기초모형을 분석하고, 여기

서 도출한 확률요소의 분산값을 바탕으로 앞서 연구방법에 제시한 공식에 따라 집단

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먼저 2수준에서는 캐나다의 웨이브 5(CA00) 자료를 포함하여 13개 데이터세트가 

30,000명으로 표본수가 가장 큰데, 이는 1,546명으로 표본수가 가장 작은 헝가리 웨

이브 8(HU09) 자료의 19.4배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다수준모형에 적용되는 2수준 

집단별 가중치는 가장 큰 경우가 가장 작은 경우의 1.1배에 불과하여 차이가 미미했

다. 3수준에서는 표본수의 편차가 더욱 크다. 폴란드와 미국이 4개 웨이브 모두 

30,000명으로 총 120,000명이 되어 표본수가 가장 큰데, 이는 2,792명으로 표본수가 

가장 작은 벨기에의 43배에 달한다. 하지만 역시 실제 다수준모형에 적용되는 3수준 

집단별 가중치는 가장 큰 경우가 가장 작은 경우의 1.2배로 차이가 크지 않다. 결국 

2수준과 3수준 모두에서 집단별 표본수의 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수준

모형에 적용되는 집단별 가중치는 편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추정치에 특정 데이터세

트나 국가의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수준 구분 최소 평균 최대 최대/최소

2수준 (N=78) 표본수 1,546 12,535.0 30,000 19.4

가중치 1,306.9 1,454.4 1,497.9 1.1

(대상) (HU09) (CA00 등)

3수준 (N=24) 표본수 2,792 40,738.6 120,000 43.0

가중치 328.7 389.1 401.6 1.2

(대상) (BE) (PL, US)

주: 기초모형에서의 확률요소를 기반으로 계산

〈표 6-6〉 수준별 집단 가중치

   <표 6-7>은 앞에서 조작화한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다수준

모형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1)~(5)는 아

무런 설명변수도 추가하지 않은 채 종속변수의 평균값과 수준별 오차의 분산만을 추

정한 기초모형(모형 1)에서 시작하여 1~3수준별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고(모형 

2~4), 마지막에는 수준 간 상호작용까지 추가한 것이다(모형 5). 이 때 1수준과 2수

준 변수는 집단평균 중심화하고, 3수준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를 했다. 하지만 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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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분석시스템의 한계로 분석모형들을 한 번에 추정하지 못하고 각 모형마다 무작위 

표본추출을 새롭게 하여 분석에 포함된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내포모형(nested 

model)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과 같은 모형검

정은 할 수 없다. 다만 분석표본이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무작위 표본추출의 개

별적 적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확률요소의 차이를 통해 추가되

는 변수들의 설명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모형 (1)에서 고용확률의 분산은 1수준에서 0.1590, 2수준에서 0.0007, 3수

준에서 0.0023으로 대부분 1수준인 개인 간 차이로 나타나며 2수준인 국가-시기별 

차이에 비해 3수준인 국가 간 차이가 3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 고용확률의 1수준 분

산은 모형 (2)에서 1수준 개인 특성 변수를 추가한 후 15.7% 줄어드는데 이것이 개

인특성 변수가 고용확률을 설명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확률의 2수준 분산

은 모형 (3)에서 2수준 시변 국가특성을 투입한 이후 47.7% 감소하여 높은 설명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용확률의 3수준 분산은 모형 (4)에서 3수준 시불변 국가특성을 

투입한 이후 6.0% 감소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고용확률을 설명하는 국가지표가 대부

분 시변 국가특성으로 2수준에 투입되었으며 3수준에 투입된 변수는 주로 장애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고용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수준 변수를 추가한 모형 (2)를 살펴보면 1수준 장애 변수가 갖는 회귀계수의 분

산은 2수준에서 0.0017, 3수준에서 0.0265로 나타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확률 

차이는 국가 내 시기별 차이보다 국가 간 차이가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장애 변수 회귀계수의 분산은 2수준과 3수준 변수를 추가할 때 거의 감소하지 않

았으나 모형 (5)에서 수준 간 상호작용을 추가했을 때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모형 

(5)가 장애 변수의 회귀계수 분산에 대한 설명변수로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를 포

함한 장애정책 변수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 변수 회귀계수의 2수준 분

산은 12.0% 감소한데 비해 3수준 분산은 79.2% 감소하여 이러한 장애정책 변수들이 

국가 간 비장애인-장애인 고용확률의 차이를 대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최종 분석모형인 모형 (5)에서 장애와 장애차별금지법 변수의 상호작용 회귀계수

가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를 의미한다. 우선 장애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

펴보면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확률

이 34.1%p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 그 격차는 

3.5%p 감소한다. 이러한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고용효과는 한계수준에서만 유

의미하였다.115)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2수준 변수인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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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국가 내 변화가 많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평균 중심화 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효율성을 상당히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포

함한 2수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하지 않고 전체평균 중심화하여 분석한 것이 모형 

(6)이다. 이 때 2수준 변수의 회귀계수에는 국가 내 변화에 따른 영향과 국가 간 차

이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국가 내 효과와 국가 간 효과가 동일하다

는 가정을 하는 것과 같다. 모형 (6)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

았을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확률이 34.0%p 낮은데,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 고용확률 격차가 3.5%p 줄어든다. 이러한 전반적 고용효과는 유의수준을 

일반적인 5%로 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한 모형 (5)의 결과는 통계적으

로 보다 엄밀하고 인과관계의 의미에 부합하지만 효율성이 낮다. 장애차별금지법 도

입 여부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한 모형 (6)의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국가 고유의 미

관측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의 가능성과 국가 내 효과와 국가 간 효과가 동일하다는 

엄격한 가정을 하고 있는 대신 모형 (5)에 비해 효율적이다. 하지만 모형 (5)와 모형 

(6)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내

생성으로 인한 편의가 거의 없고 국가 내 효과와 국가 간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가 3.5%p 줄어들었

다는 전반적 고용효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115) 여기서 한계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은 유의수준 10%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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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기초모형

(2)
1수준 변수 

추가

(3)
2수준 변수 

추가

(4)
3수준 변수 

추가

(5)
수준 간 
상호작용 

추가

(6)
수준 간 
상호작용 

추가

절편 0.8005
(0.0106)

*** 0.8205
(0.0103)

*** 0.8208
(0.0103)

*** 0.8207
(0.0094)

*** 0.8207
(0.0094)

*** 0.8180
(0.0086)

***

장애 (ref. 비장애) -0.3414
(0.0357)

*** -0.3414
(0.0357)

*** -0.3414
(0.0357)

*** -0.3407
(0.0171)

*** -0.3396
(0.0168)

***

남성 (ref. 여성) 0.1037
(0.0131)

*** 0.1037
(0.0131)

*** 0.1037
(0.0131)

*** 0.1037
(0.0131)

*** 0.1037
(0.0131)

***

연령 0.0016
(0.0006)

** 0.0016
(0.0006)

** 0.0016
(0.0006)

** 0.0016
(0.0006)

** 0.0016
(0.0006)

**

연령제곱 -0.0003
(0.00004)

*** -0.0003
(0.00004)

*** -0.0003
(0.00004)

*** -0.0003
(0.00004)

*** -0.0003
(0.00004)

***

유배우자 (ref. 무배우자) 0.0337
(0.0098)

*** 0.0337
(0.0098)

*** 0.0337
(0.0098)

*** 0.0337
(0.0098)

*** 0.0337
(0.0098)

***

가구주 (ref. 비가구주) 0.0757
(0.0215)

*** 0.0757
(0.0215)

*** 0.0757
(0.0215)

*** 0.0757
(0.0215)

*** 0.0757
(0.0215)

***

교육수준 중간 (ref. 낮음) 0.1251
(0.0115)

*** 0.1251
(0.0115)

*** 0.1251
(0.0115)

*** 0.1251
(0.0115)

*** 0.1251
(0.0115)

***

교육수준 높음 (ref. 낮음) 0.1889
(0.0120)

*** 0.1889
(0.0120)

*** 0.1889
(0.0120)

*** 0.1889
(0.0120)

*** 0.1889
(0.0120)

***

장차법 도입 (ref. 미도입) 0.0217
(0.0085)

* 0.0217
(0.0085)

* 0.0217
(0.0085)

* 0.0150
(0.0084)

#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0.0041
(0.0021)

# 0.0041
(0.0021)

# 0.0041
(0.0021)

# 0.0034
(0.0027)

노동조합 조직률 -0.0031
(0.0018)

# -0.0031
(0.0018)

# -0.0031
(0.0018)

# 0.0013
(0.0006)

*

임금협상 적용률 -0.0018
(0.0009)

# -0.0018
(0.0009)

# -0.0018
(0.0009)

# 0.0006
(0.0004)

임금협상 조정력 -0.0086
(0.0105)

-0.0086
(0.0105)

-0.0086
(0.0105)

-0.0005
(0.0104)

실업급여 관대성 -0.0019
(0.0011)

# -0.0019
(0.0011)

# -0.0019
(0.0011)

# -0.0010
(0.0014)

고용보호 엄격성 -0.0117
(0.0079)

-0.0117
(0.0079)

-0.0117
(0.0079)

-0.0053
(0.0088)

ALMP 지출수준 0.0214
(0.0220)

0.0215
(0.0220)

0.0215
(0.0220)

0.0303
(0.0265)

조세격차 -0.0022
(0.0020)

-0.0022
(0.0020)

-0.0022
(0.0020)

-0.0011
(0.0011)

〈표 6-7〉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 다수준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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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기초모형

(2)
1수준 변수 

추가

(3)
2수준 변수 

추가

(4)
3수준 변수 

추가

(5)
수준 간 
상호작용 

추가

(6)
수준 간 
상호작용 

추가

웨이브6 (ref. 웨이브5) -0.0155
(0.0075)

* -0.0155
(0.0075)

* -0.0155
(0.0075)

* -0.0037
(0.0070)

웨이브7 (ref. 웨이브5) -0.0103
(0.0102)

-0.0103
(0.0102)

-0.0103
(0.0102)

0.0163
(0.0078)

*

웨이브8 (ref. 웨이브5) -0.0392
(0.0167)

* -0.0392
(0.0167)

* -0.0392
(0.0167)

* -0.0092
(0.0155)

장애급여제도 장애기준 0.0176
(0.0091)

# 0.0176
(0.0091)

# 0.0070
(0.0082)

장애급여제도 근로유인 -0.0005
(0.0057)

-0.0005
(0.0057)

0.0078
(0.0077)

고용할당제도 (ref. 미도입) -0.0114
(0.0207)

-0.0114
(0.0207)

0.0288
(0.0214)

WD-AD (ref. AL-CH) -0.0046
(0.0215)

-0.0046
(0.0215)

-0.0140
(0.0191)

장애×장차법 0.0349
(0.0189)

# 0.0351
(0.0172)

*

장애×장애급여장애기준 0.0562
(0.0202)

** 0.0598
(0.0203)

**

장애×장애급여근로유인 0.0060
(0.0092)

0.0042
(0.0091)

장애×고용할당제도 0.0055
(0.0385)

0.0114
(0.0388)

장애×WD-AD -0.2990
(0.0354)

*** -0.3017
(0.0343)

***

1수준  분산(잔차) 0.1590 0.1340 0.1340 0.1340 0.1340 0.1340

2수준  분산(절편) 0.0007 0.0007 0.0003 0.0003 0.0003 0.0004

분산(장애) 0.0017 0.0017 0.0017 0.0015 0.0015

3수준  분산(절편) 0.0023 0.0023 0.0024 0.0022 0.0022 0.0014

분산(장애) 0.0265 0.0265 0.0265 0.0055 0.0053

-2 Log Likelihood 977,319.4 810,230.7 810,196.1 810,193.9 810,152.3 810,155.7

주: 1수준 개인(N=977,727), 2수준 국가-시기(N=78), 3수준 국가(N=24). 1, 2수준 변수는 집단평균 중
심화(단 모형 (6)에서 2수준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 3수준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 괄호 안은 강
건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AL-CH는 활동제약 및 만성건강문제 변수, WD-AD는 근로장애 및 행
정적 장애 변수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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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과 고용효과

1. 장애 정의 특성의 조작화

   본 절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법률에서의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비교법 연구를 통해 밝힌 장

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을 분석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조작화해야 한다. 장애 

정의의 특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모두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모든 지표들은 장애의 정의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와 광범위한 경우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즉 장애 정의가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했을 때보다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장애의 심각성을 한정했을 때보다 한정하지 

않았을 때가, 장애의 지속성을 한정했을 때보다 한정하지 않았을 때가 포괄하는 장애

의 범위가 넓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0), 장애를 협소하게 

정의한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경우(1), 장애를 광범위하게 정의한 장애차별금지법

을 도입한 경우(2)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표 6-8). 이렇게 하여 장애차별금지법 미

도입을 기준범주로 하고 장애 정의가 협소한 경우와 광범위한 경우를 의미하는 두 개

의 더미변수를 모형에 투입한다.

   장애 정의를 평가하는 네 가지 지표 중 활동․참여 제약 요소(DDa), 장애의 심각성 

조건(DDb), 장애의 지속성 조건(DDc) 외에 현재장애 이외의 포괄범위에 대한 지표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현재장애인 이외에 과거장애인, 미래장애인, 간주된 장애인, 

장애와 관련된 사람까지 장애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하지만 LIS의 장애변수 자체가 현재장애인에 국

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장애인, 미래장애인, 간주된 장애인, 장애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자료에서는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별도로 식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대상을 이들까지 확대한 것의 영향을 파악할 수 없어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장애 정의에 대한 평가지표(DDa, DDb, DDc)를 종합 평가한 

변수(DD)를 별도로 만들었다.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서 장애 정의 특성

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 장애 정의 변수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표 6-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가지 지표 

모두 장애를 협소하게 정의한 경우에 비해 광범위하게 정의한 국가가 소수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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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DDa)
활동․참여 제약

요소

(DDb)
장애의 심각성

조건

(DDc)
장애의 지속성

조건

(DD)
종합 평가

W5 W6 W7 W8 W5 W6 W7 W8 W5 W6 W7 W8 W5 W6 W7 W8

호주 - - - 2 - - - 2 - - - 2 - - - 2

오스트리아 0 0 - - 0 0 - - 0 0 - - 0 0 - -

벨기에 0 - - - 0 - - - 0 - - - 0 - - -

캐나다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체코 - 0 0 1 - 0 0 2 - 0 0 1 - 0 0 2

덴마크 0 0 - - 0 0 - - 0 0 - - 0 0 - -

에스토니아 0 1 1 1 0 1 1 1 0 1 1 1 0 1 1 1

핀란드 0 2 2 2 0 2 2 2 0 2 2 2 0 2 2 2

프랑스 0 1 - - 0 1 - - 0 1 - - 0 1 - -

독일 0 0 1 1 0 0 2 2 0 0 1 1 0 0 2 2

그리스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헝가리 - 1 1 1 - 1 1 1 - 1 1 1 - 1 1 1

아이슬란드 - 0 0 0 - 0 0 0 - 0 0 0 - 0 0 0

아일랜드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이스라엘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룩셈부르크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네덜란드 0 1 1 1 0 2 2 2 0 1 1 1 0 2 2 2

노르웨이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2

폴란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슬로바키아 - 0 1 1 - 0 1 1 - 0 1 1 - 0 1 1

스페인 0 1 1 1 0 1 1 1 0 1 1 1 0 1 1 1

스웨덴 2 2 - - 2 2 - - 1 1 - - 2 2 - -

영국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미국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2

주: 0=장애차별금지법 미도입, 1=(DDa) 활동․참여 제약 요소 포함, (DDb) 심각성 한정, (DDc) 
지속성 한정, (DD) 세 가지 지표가 모두 1에 해당하는 경우, 2=(DDa) 활동․참여 제약 요소 
미포함, (DDb) 심각성 미한정, (DDc) 지속성 미한정, (DD)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2에 
해당하는 경우

〈표 6-8〉 장애 정의 특성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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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협소하게 정의한 경우는 대체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상태에서 변화가 관찰

되는데 비해 광범위하게 정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DDa 지표에서 장애를 광범위하게 정의한 국가는 6개국이고 그 중 변화가 관찰

되는 국가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2개국에 그친다. 2수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할 경

우 광범위한 장애 정의 변수의 국가 내 변량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 가

지 지표가 모두 협소한 장애 정의인 경우와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광범위한 장애 

정의인 경우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 지표를 생성하였다. 이는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

도 협소한 장애 정의인 경우와 모두 광범위한 장애 정의로 구분하면 해당되는 사례 

수와 국가 내 변량이 적은 문제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세 가지 지표

를 점수화하여 연속변수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세 가지 지표의 중요성

이 동등하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다.

2. 분석결과

   <표 6-9>는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른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다수준모형으

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DDa), (DDb), (DDc)의 결과를 보면 장애를 협소하게 정

의한 경우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긍정적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정의한 경

우에는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 활동․참
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거나, 장애의 심각성을 한정하거나, 장애의 지속성을 한정했을 

때 고용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고용효과의 크기는 4.2~6.2%p로 나타났다. 비록 모형 

(DDb)에서 장애를 협소하게 정의한 장애차별금지법의 긍정적 고용효과가 한계수준에

서 유의미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예상한 것과 반대의 결과이다. 이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협소한 장애 정의인 경우와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광범위한 장애 정의인 경

우로 종합 평가한 모형 (DD)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예상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장

애 변수가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의 포괄성이 갖는 영향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LIS 자료에서 장애 변수는 대부분 활동제약으로 측

정한 변수이다. 활동제약 변수는 통상 “건강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수행

하는 활동에 6개월 이상 제약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한다. 변수 자체가 

활동․참여 제약을 포함하여 장애를 측정하기 때문에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활동․참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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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장애 정의보다 협소하며, 장애의 지속성도 최소 6개월 이상

으로 하여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의 지속성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협소하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서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거나 지

속성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 LIS 자료에서 비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 경우 LIS 자료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의 고용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

도 비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의 고용에도 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고용효과가 상쇄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장애차별금지법에서 ‘활동․참여 제약 요소 미포함’, ‘심각성 미한정’, ‘지

속성 미한정’의 광범위한 장애 정의를 채택한 국가의 LIS 자료가 대체로 ‘행정적 장

애 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

덴의 LIS 자료는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가 대체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광범위하게 정의한 국가에 해당한다. 행정적 장애 변수는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면서 장애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모두 한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보다 매우 협소하다. ‘활동제약 

변수’보다 더욱 협소한 장애 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와 같은 이유로 LIS 

자료에서 비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고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의 포괄성이 갖는 영향을 평가하기

에는 LIS 자료에서의 장애 변수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의 포괄성이 갖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다른 조건 없이 단순히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손상의 심

각성이나 지속성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된 장애 변수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

만 현재 LIS 자료에서 그러한 장애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가 비록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 특성의 영향을 파

악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를 보다 명

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는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가 LIS 자료

에서의 장애 변수보다 포괄적일 경우 자료에서 비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까지 영

향을 받아 고용효과가 상쇄될 수 있지만,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와 LIS 자

료에서의 장애 변수가 유사할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제대로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협소하게 정의한 경우에 고용효과가 나타난 <표 

6-9>의 결과는 앞서 밝힌 전반적 고용효과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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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DDa)

활동․참여 제약
요소

(DDb)
장애의 심각성 

조건

(DDc)
장애의 지속성 

조건

(DD)
종합 평가

절편 0.8208
(0.0094)

*** 0.8207
(0.0094)

*** 0.8207
(0.0094)

*** 0.8207
(0.0094)

***

장애 (ref. 비장애) -0.3407
(0.0171)

*** -0.3409
(0.0171)

*** -0.3407
(0.0171)

*** -0.3408
(0.0171)

***

남성 (ref. 여성) 0.1037
(0.0131)

*** 0.1037
(0.0131)

*** 0.1037
(0.0131)

*** 0.1037
(0.0131)

***

연령 0.0016
(0.0006)

** 0.0016
(0.0006)

** 0.0016
(0.0006)

** 0.0016
(0.0006)

**

연령제곱 -0.0003
(0.00004)

*** -0.0003
(0.00004)

*** -0.0003
(0.00004)

*** -0.0003
(0.00004)

***

유배우자 (ref. 무배우자) 0.0337
(0.0098)

*** 0.0337
(0.0098)

*** 0.0337
(0.0098)

*** 0.0337
(0.0098)

***

가구주 (ref. 비가구주) 0.0757
(0.0215)

*** 0.0757
(0.0215)

*** 0.0757
(0.0215)

*** 0.0757
(0.0215)

***

교육수준 중간 (ref. 낮음) 0.1251
(0.0115)

*** 0.1251
(0.0115)

*** 0.1251
(0.0115)

*** 0.1251
(0.0115)

***

교육수준 높음 (ref. 낮음) 0.1889
(0.0120)

*** 0.1889
(0.0120)

*** 0.1889
(0.0120)

*** 0.1889
(0.0120)

***

DD=1 (ref. 미도입) 0.0254
(0.0076)

*** 0.0237
(0.0082)

** 0.0228
(0.0080)

** 0.0218
(0.0080)

**

DD=2 (ref. 미도입) -0.0033
(0.0157)

0.0183
(0.0151)

0.0114
(0.0150)

0.0216
(0.0136)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0.0042
(0.0022)

# 0.0043
(0.0020)

* 0.0044
(0.0022)

* 0.0041
(0.0021)

*

노동조합 조직률 -0.0028
(0.0017)

# -0.0031
(0.0018)

# -0.0029
(0.0018)

-0.0031
(0.0018)

#

임금협상 적용률 -0.0012
(0.0010)

-0.0016
(0.0011)

-0.0015
(0.0009)

# -0.0017
(0.0011)

임금협상 조정력 -0.0095
(0.0106)

-0.0089
(0.0104)

-0.0087
(0.0106)

-0.0086
(0.0104)

실업급여 관대성 -0.0025
(0.0011)

* -0.0020
(0.0012)

# -0.0019
(0.0011)

# -0.0019
(0.0010)

#

고용보호 엄격성 -0.0099
(0.0083)

-0.0113
(0.0078)

-0.0103
(0.0081)

-0.0117
(0.0078)

ALMP 지출수준 0.0261
(0.0215)

0.0199
(0.0236)

0.0223
(0.0216)

0.0214
(0.0241)

〈표 6-9〉 장애 정의 특성과 고용효과 1: 다수준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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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DDa)

활동․참여 제약
요소

(DDb)
장애의 심각성 

조건

(DDc)
장애의 지속성 

조건

(DD)
종합 평가

조세격차 -0.0024
(0.0020)

-0.0023
(0.0021)

-0.0022
(0.0020)

-0.0022
(0.0020)

웨이브6 (ref. 웨이브5) -0.0139
(0.0077)

# -0.0153
(0.0075)

* -0.0141
(0.0080)

# -0.0155
(0.0078)

*

웨이브7 (ref. 웨이브5) -0.0087
(0.0104)

-0.0104
(0.0102)

-0.0085
(0.0109)

-0.0103
(0.0105)

웨이브8 (ref. 웨이브5) -0.0357
(0.0171)

* -0.0382
(0.0169)

* -0.0353
(0.0189)

# -0.0391
(0.0191)

*

장애급여제도 장애기준 0.0176
(0.0091)

# 0.0176
(0.0091)

# 0.0176
(0.0091)

# 0.0176
(0.0091)

#

장애급여제도 근로유인 -0.0005
(0.0057)

-0.0005
(0.0057)

-0.0005
(0.0057)

-0.0005
(0.0057)

고용할당제도 (ref. 미도입) -0.0114
(0.0207)

-0.0114
(0.0207)

-0.0114
(0.0207)

-0.0114
(0.0207)

WD-AD (ref. AL-CH) -0.0046
(0.0215)

-0.0046
(0.0215)

-0.0046
(0.0215)

-0.0046
(0.0215)

장애×(DD=1) 0.0450
(0.0220)

* 0.0619
(0.0317)

# 0.0419
(0.0204)

* 0.0559
(0.0276)

*

장애×(DD=2) -0.0111
(0.0105)

0.0038
(0.0096)

0.0031
(0.0152)

0.0107
(0.0112)

장애×장애급여장애기준 0.0562
(0.0202)

** 0.0563
(0.0203)

** 0.0562
(0.0202)

** 0.0563
(0.0203)

**

장애×장애급여근로유인 0.0060
(0.0092)

0.0060
(0.0092)

0.0060
(0.0092)

0.0060
(0.0092)

장애×고용할당제도 0.0054
(0.0385)

0.0052
(0.0384)

0.0054
(0.0385)

0.0053
(0.0384)

장애×WD-AD -0.2989
(0.0354)

*** -0.2989
(0.0354)

*** -0.2990
(0.0354)

*** -0.2989
(0.0354)

***

1수준  분산(잔차) 0.1340 0.1340 0.1340 0.1340

2수준  분산(절편) 0.0003 0.0003 0.0003 0.0003

분산(장애) 0.0014 0.0014 0.0014 0.0014

3수준  분산(절편) 0.0022 0.0022 0.0022 0.0022

분산(장애) 0.0055 0.0055 0.0055 0.0055

-2 Log Likelihood 810,147.8 810,147.8 810,149.8 810,148.6

주: 1수준 개인(N=977,727), 2수준 국가-시기(N=78), 3수준 국가(N=24). 1, 2수준 변수는 집단평균 중
심화, 3수준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AL-CH는 활동제약 
및 만성건강문제, WD-AD는 근로장애 및 행정적 장애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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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0>은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 변수를 포함한 2수준 변수를 집

단평균 중심화가 아닌 전체평균 중심화를 하여 동일한 다수준모형 분석을 한 결과이

다. 이는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의 국가 내 시변 변량이 적은데다가 장애 정의 특

성에서 장애를 광범위하게 정의한 장애차별금지법 범주의 국가 내 변량이 특히 적은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를 협소하게 정의

한 장애차별금지법은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장애를 광범위하게 정의한 장애차별금지법

은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전반적인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모형 (DD)의 종

합평가 지표에서 장애를 광범위하게 정의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도 한계수준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를 협소하게 정의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

용효과는 유의수준 5%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고용효과의 크기도 협소한 

장애 정의가 5.1%p로 1.8%p로 나타난 광범위한 장애 정의의 고용효과보다는 더 크

게 나타났다.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 하였다 하더라도 LIS 자료의 

장애 변수 자체가 일반적인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보다 협소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역시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수
(DDa)

활동․참여 제약
요소

(DDb)
장애의 심각성 

조건

(DDc)
장애의 지속성 

조건

(DD)
종합 평가

절편 0.8185
(0.0086)

*** 0.8178
(0.0085)

*** 0.8179
(0.0081)

*** 0.8180
(0.0085)

***

장애 (ref. 비장애) -0.3387
(0.0164)

*** -0.3388
(0.0168)

*** -0.3398
(0.0169)

*** -0.3394
(0.0171)

***

DD=1 (ref. 미도입) 0.0197
(0.0081)

* 0.0108
(0.0101)

0.0194 
(0.0069)

** 0.0162
(0.0085)

#

DD=2 (ref. 미도입) 0.0012
(0.0132)

0.0190
(0.0112)

# -0.0074 
(0.0115)

0.0136
(0.0119)

장애×(DD=1) 0.0436
(0.0198)

* 0.0553
(0.0275)

* 0.0413
(0.0186)

* 0.0505
(0.0252)

*

장애×(DD=2) 0.0019
(0.0176)

0.0123
(0.0100)

0.0099
(0.0160)

0.0183
(0.0103)

#

주: <표 6-9>와 동일한 모형에서 2수준 변수만 전체평균 중심화. 통제변수 및 확률요소는 생략함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10〉 장애 정의 특성과 고용효과 2: 다수준 LPM



201

제3절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과 고용효과

1.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의 조작화

   이 절의 목적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장애 정의의 특성

을 범주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상태를 장애차별금지법 미도입과 도입으로 구분

하고, 도입했을 경우에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다시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 중 장애차별금지법의 시행시기와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의 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에스토니

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장애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만 시행되거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없는 상

태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시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를 별도로 범주화하

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효과를 일반적인 차별금지의 효과와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기에 속하는 자료는 에스토니아의 웨이브 5, 

6(EE00, EE04), 독일의 웨이브 6(DE04), 헝가리의 웨이브 7(HU07)로 소수에 그쳤

다. 따라서 <표 6-11>과 같이 이를 별도로 범주화하지 않고 크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도입한 상태와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하였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을 평가하는 세부 지표는 모두 네 가지로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의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지 여부(RAa), 합리적 편의의 내용을 

개방적으로 제시하는지 혹은 한정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RAb), 합리성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지 여부(RAc),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공적 지원을 고

려하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RAd)이다. 이들 지표는 모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

도 혹은 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미도입을 0, 의무

의 정도나 강도가 낮은 경우를 1, 높은 경우를 2로 코딩하였다(표 6-12).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

하고, 합리적 편의의 내용을 개방적으로 제시하고, 합리성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

가 포함되고,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공적 지원을 고려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이

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적용되는 장

애 정의와 동일한지 혹은 그보다 협소한지에 대한 평가기준은 이러한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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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장애 정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평가하는 독립

적인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 정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도 네 가지 지표를 모

두 고려한 종합 평가 변수(RA)를 만들었다. 이 역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의 

국가
장애차별금지법

시행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시행일
시행연도
(조작화) 웨이브 5 웨이브 6 웨이브 7 웨이브 8

호주 1993.03.01. 좌동 1993 - - - 1 (2010)

오스트리아 2005.08.11. 2006.01.01. 2006 0 (2000) 0 (2004) - -

벨기에 2007.06.09. 좌동 2007 0 (2000) - - -

캐나다 1985.04.17. 좌동 1985 1 (2000) 1 (2004) 1 (2007) 1 (2010)

체코 2009.09.01. 좌동 2010 - 0 (2004) 0 (2007) 1 (2010)

덴마크 2004.12.28. 좌동 2005 0 (2000) 0 (2004) - -

에스토니아 2004.05.01. 2009.01.01. 2009 0 (2000) 0 (2004) 0 (2007) 1 (2010)

핀란드 2004.02.01. 좌동 2004 0 (2000) 1 (2004) 1 (2007) 1 (2010)

프랑스 2001.11.16. 2005.02.11. 2005 0 (2000) 1 (2005) - -

독일 2006.08.18. 2001.06.23. 2001 0 (2000) 1 (2004) 1 (2007) 1 (2010)

그리스 2005.01.27. 좌동 2005 0 (2000) 0 (2004) 1 (2007) 1 (2010)

헝가리 2004.01.27. 2008.01.01. 2008 - 0 (2005) 0 (2007) 1 (2009)

아이슬란드 미도입 미도입 미도입 - 0 (2004) 0 (2007) 0 (2010)

아일랜드 1999.10.18. 좌동 2000 1 (2000) 1 (2004) 1 (2007) 1 (2010)

이스라엘 1999.01.01. 좌동 1999 1 (2001) 1 (2005) 1 (2007) 1 (2010)

룩셈부르크 2006.12.09. 좌동 2007 0 (2000) 0 (2004) 1 (2007) 1 (2010)

네덜란드 2003.12.01. 좌동 2004 0 (1999) 1 (2004) 1 (2007) 1 (2010)

노르웨이 2009.01.01. 좌동 2009 0 (2000) 0 (2004) 0 (2007) 1 (2010)

폴란드 2011.01.01. 좌동 2011 0 (1999) 0 (2004) 0 (2007) 0 (2010)

슬로바키아 2004.07.01. 좌동 2005 - 0 (2004) 1 (2007) 1 (2010)

스페인 2003.12.04. 좌동 2004 0 (2000) 1 (2004) 1 (2007) 1 (2010)

스웨덴 1999.05.01. 좌동 1999 1 (2000) 1 (2005) - -

영국 1996.12.02. 좌동 1997 1 (1999) 1 (2004) 1 (2007) 1 (2010)

미국 1992.07.26. 좌동 1993 1 (2000) 1 (2004) 1 (2007) 1 (2010)

주: 0=미도입, 1=도입. 괄호 안은 LIS 자료의 조사연도

〈표 6-11〉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도입 여부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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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Aa)
차별행위
간주 여부

(RAb)
합리적 편의 

내용의 개방성

(RAc)
효과성의 의미 

포함 여부

(RAd)
공적 지원
고려 여부

(RA)
종합 평가

W5 W6 W7 W8 W5 W6 W7 W8 W5 W6 W7 W8 W5 W6 W7 W8 W5 W6 W7 W8

호주 - - - 2 - - - 2 - - - 2 - - - 2 - - - 2

오스트리아 0 0 - - 0 0 - - 0 0 - - 0 0 - - 0 0 - -

벨기에 0 - - - 0 - - - 0 - - - 0 - - - 0 - - -

캐나다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체코 - 0 0 2 - 0 0 2 - 0 0 2 - 0 0 2 - 0 0 2

덴마크 0 0 - - 0 0 - - 0 0 - - 0 0 - - 0 0 - -

에스토니아 0 0 0 1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1

핀란드 0 1 1 1 0 2 2 2 0 1 1 1 0 2 2 2 0 1 1 1

프랑스 0 2 - - 0 2 - - 0 2 - - 0 2 - - 0 2 - -

독일 0 2 2 2 0 1 1 1 0 1 1 1 0 2 2 2 0 1 1 1

그리스 0 0 2 2 0 0 2 2 0 0 2 2 0 0 2 2 0 0 2 2

헝가리 - 0 0 1 - 0 0 1 - 0 0 1 - 0 0 1 - 0 0 1

아이슬란드 - 0 0 0 - 0 0 0 - 0 0 0 - 0 0 0 - 0 0 0

아일랜드 2 2 2 2 2 2 2 2 1 1 2 2 2 2 2 2 1 1 2 2

이스라엘 2 2 2 2 2 2 2 2 1 1 1 1 2 2 2 2 1 1 1 1

룩셈부르크 0 0 1 1 0 0 2 2 0 0 2 2 0 0 2 2 0 0 1 1

네덜란드 0 2 2 2 0 2 2 2 0 2 2 2 0 2 2 2 0 2 2 2

노르웨이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2

폴란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슬로바키아 - 0 2 2 - 0 2 2 - 0 2 2 - 0 2 2 - 0 2 2

스페인 0 2 2 2 0 2 2 2 0 2 2 2 0 2 2 2 0 2 2 2

스웨덴 2 2 - - 2 2 - - 1 1 - - 1 1 - - 1 1 - -

영국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미국 2 2 2 2 2 2 2 2 1 1 1 1 2 2 2 2 1 1 1 1

주: 0=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미도입, 1=(RAa) 차별 불인정, (RAb) 한정적, (RAc) 효과성 미포함, 
(RAd) 공적 지원 미고려, (RA) 네 가지 지표 중에 하나라도 1에 해당하는 경우, 2=(RAa) 차
별 인정, (RAb) 개방적, (RAc) 효과성 포함, (RAd) 공적 지원 고려, (RA) 네 가지 지표 모두 
2에 해당하는 경우

〈표 6-1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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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네 가지 지표가 대체로 하나의 범주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 6-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Aa 

지표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국가는 에스토니

아, 핀란드, 헝가리 3개국에 불과하다. RAc 지표의 경우 합리성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 국가와 포함되지 않은 국가가 비교적 분산되어 있지만 나머지 지표

들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도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범주화된 국가가 1~3개국

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 평가 지표 RA는 네 가지 세부지표에서 하나라도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와 네 가지 지표 모두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로 구분하였

다. 종합 평가 지표의 기준을 장애 정의 특성과 달리 설정한 것은 네 가지 지표에서 

의무의 강도가 모두 낮은 국가가 헝가리 1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기 때문이다. 또

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네 가지 지표도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

어 합산하여 점수화 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2. 분석결과

   <표 6-13>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다수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모형 (RAa), 합리적 편의의 내용을 개방적 혹은 한정적으

로 제시하는지에 대한 모형 (RAb), 합리성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지

에 대한 모형 (RAc)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장애차별

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한계수준에서

의 고용효과가 확인되었다(3.7~5.0%p). 또한 모형 (RAd)에서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

소에서 공적 지원을 고려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 장애차별금지법의 긍정적 고용효과

(4.0%p)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한계수준에서 

고용효과(3.3%p)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RA)의 종합 평가에서는 네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낮으면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가지 지표에서 모두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4.6%p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었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특정 범주로 과도하게 편중된 모형 (RAa), 

(RAb), (RAd)의 결과는 특정 국가의 영향에 한정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합

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정도 혹은 강도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비교적 고르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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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RAa)

차별행위
간주 여부

(RAb)
편의 내용의 

개방성

(RAc)
효과성 의미 
포함 여부

(RAd)
공적 지원 
고려 여부

(RA)
종합 평가

절편 0.8207
(0.0094)

*** 0.8207
(0.0094)

*** 0.8207
(0.0094)

*** 0.8207
(0.0094)

*** 0.8208
(0.0094)

***

장애 (ref. 비장애) -0.3407
(0.0171)

*** -0.3407
(0.0170)

*** -0.3407
(0.0170)

*** -0.3406
(0.0170)

*** -0.3407
(0.0171)

***

남성 (ref. 여성) 0.1037
(0.0131)

*** 0.1037
(0.0131)

*** 0.1037
(0.0131)

*** 0.1037
(0.0131)

*** 0.1037
(0.0131)

***

연령 0.0016
(0.0006)

** 0.0016
(0.0006)

** 0.0016
(0.0006)

** 0.0016
(0.0006)

** 0.0016
(0.0006)

**

연령제곱 -0.0003
(0.00004)

*** -0.0003
(0.00004)

*** -0.0003
(0.00004)

*** -0.0003
(0.00004)

*** -0.0003
(0.00004)

***

유배우자 (ref. 무배우자) 0.0337
(0.0098)

*** 0.0337
(0.0098)

*** 0.0337
(0.0098)

*** 0.0337
(0.0098)

*** 0.0337
(0.0098)

***

가구주 (ref. 비가구주) 0.0757
(0.0215)

*** 0.0757
(0.0215)

*** 0.0757
(0.0215)

*** 0.0757
(0.0215)

*** 0.0757
(0.0215)

***

교육수준 중간 (ref. 낮음) 0.1251
(0.0115)

*** 0.1251
(0.0115)

*** 0.1251
(0.0115)

*** 0.1251
(0.0115)

*** 0.1251
(0.0115)

***

교육수준 높음 (ref. 낮음) 0.1889
(0.0120)

*** 0.1889
(0.0120)

*** 0.1889
(0.0120)

*** 0.1889
(0.0120)

*** 0.1889
(0.0120)

***

RA=1 (ref. 미도입) 0.0052
(0.0134)

-0.0081
(0.0126)

0.0188
(0.0197)

-0.0184
(0.0106)

# 0.0219
(0.0159)

RA=2 (ref. 미도입) 0.0109
(0.0120)

0.0120
(0.0101)

0.0059
(0.0104)

0.0113
(0.0105)

0.0001
(0.0130)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0.0050
(0.0021)

* 0.0053
(0.0024)

* 0.0050
(0.0022)

* 0.0050
(0.0024)

* 0.0060
(0.0023)

**

노동조합 조직률 -0.0036
(0.0021)

# -0.0038
(0.0021)

# -0.0033
(0.0020)

# -0.0036
(0.0021)

# -0.0032
(0.0018)

#

임금협상 적용률 -0.0013
(0.0009)

-0.0016
(0.0010)

-0.0012
(0.0010)

-0.0014
(0.0009)

-0.0011
(0.0011)

임금협상 조정력 -0.0056
(0.0116)

-0.0055
(0.0112)

-0.0055
(0.0106)

-0.0056
(0.0113)

-0.0038
(0.0111)

실업급여 관대성 -0.0021
(0.0011)

# -0.0022
(0.0010)

* -0.0020
(0.0008)

* -0.0021
(0.0010)

* -0.0021
(0.0008)

**

고용보호 엄격성 -0.0091
(0.0087)

-0.0131
(0.0098)

-0.0061
(0.0093)

-0.0084
(0.0090)

-0.0074
(0.0096)

ALMP 지출수준 0.0248
(0.0258)

0.0184
(0.0237)

0.0206
(0.0240)

0.0232
(0.0231)

0.0100
(0.0311)

〈표 6-13〉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과 고용효과 1: 다수준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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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RAa)

차별행위
간주 여부

(RAb)
편의 내용의 

개방성

(RAc)
효과성 의미 
포함 여부

(RAd)
공적 지원 
고려 여부

(RA)
종합 평가

조세격차 -0.0018
(0.0020)

-0.0019
(0.0020)

-0.0020
(0.0019)

-0.0017
(0.0020)

-0.0024
(0.0017)

웨이브6 (ref. 웨이브5) -0.0119
(0.0078)

-0.0127
(0.0083)

-0.0117
(0.0081)

-0.0127
(0.0083)

-0.0107
(0.0079)

웨이브7 (ref. 웨이브5) -0.0037
(0.0102)

-0.0057
(0.0109)

-0.0020
(0.0098)

-0.0051
(0.0109)

-0.0009
(0.0095)

웨이브8 (ref. 웨이브5) -0.0299
(0.0161)

# -0.0307
(0.0165)

# -0.0279
(0.0150)

# -0.0303
(0.0165)

# -0.0241
(0.0151)

장애급여제도 장애기준 0.0176
(0.0091)

# 0.0176
(0.0091)

# 0.0176
(0.0091)

# 0.0176
(0.0091)

# 0.0176
(0.0091)

#

장애급여제도 근로유인 -0.0004
(0.0057)

-0.0005
(0.0057)

-0.0005
(0.0057)

-0.0004
(0.0057)

-0.0005
(0.0057)

고용할당제도 (ref. 미도입) -0.0113
(0.0207)

-0.0113
(0.0207)

-0.0113
(0.0207)

-0.0113
(0.0207)

-0.0114
(0.0207)

WD-AD (ref. AL-CH) -0.0046
(0.0215)

-0.0046
(0.0215)

-0.0046
(0.0215)

-0.0046
(0.0215)

-0.0046
(0.0215)

장애×(RA=1) -0.0008
(0.0137)

0.0126
(0.0138)

0.0075
(0.0094)

0.0396
(0.0012)

*** 0.0016
(0.0124)

장애×(RA=2) 0.0502
(0.0257)

# 0.0369
(0.0218)

# 0.0409
(0.0219)

# 0.0333
(0.0200)

# 0.0458
(0.0229)

*

장애×장애급여장애기준 0.0561
(0.0203)

** 0.0562
(0.0203)

** 0.0562
(0.0203)

** 0.0561
(0.0202)

** 0.0561
(0.0203)

**

장애×장애급여근로유인 0.0059
(0.0092)

0.0060
(0.0092)

0.0060
(0.0092)

0.0060
(0.0092)

0.0059
(0.0092)

장애×고용할당제도 0.0058
(0.0386)

0.0055
(0.0384)

0.0055
(0.0384)

0.0057
(0.0384)

0.0058
(0.0386)

장애×WD-AD -0.2991
(0.0354)

*** -0.2989
(0.0354)

*** -0.2990
(0.0354)

*** -0.2988
(0.0354)

*** -0.2991
(0.0354)

***

1수준  분산(잔차) 0.1340 0.1340 0.1340 0.1340 0.1340

2수준  분산(절편) 0.0004 0.0004 0.0004 0.0004 0.0004

분산(장애) 0.0014 0.0015 0.0015 0.0015 0.0014

3수준  분산(절편) 0.0022 0.0022 0.0022 0.0022 0.0022

분산(장애) 0.0056 0.0055 0.0055 0.0055 0.0056

-2 Log Likelihood 810,153.1 810,154.9 810,153.7 810,155.1 810,150.5

주: 1수준 개인(N=977,727), 2수준 국가-시기(N=78), 3수준 국가(N=24). 1, 2수준 변수는 집단평균 중
심화, 3수준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AL-CH는 활동제약 
및 만성건강문제, WD-AD는 근로장애 및 행정적 장애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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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있는 모형 (RAc)와 (RA)의 결과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개별 지표의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리기

에 무리가 없다.

   <표 6-14>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 변수의 국가 내 변량이 적은 상황을 고

려하여 2수준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 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표 6-13>에서와 달리 모형 (RAd)에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 7.8%p의 상당히 높은 고용효과가 확인되고, 모형 (RAb), (RAc)에서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 3.7~4.5%p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의 고용효과도 여전히 한계수준에서 유의

미하였고 모형 (RAa)에서는 일반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오기도 하였다. 모형 (RAb), (RAc), (RAd)의 결과가 2수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

한 <표 6-13>의 결과와 다른 것은 국가 내 효과와 국가 간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는 

<표 6-14>의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전체평균 중심

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특정 범주로 과도하게 편중된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만 

고용효과가 유의미한 모형 (RA)의 종합 평가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변수
(RAa)

차별행위
간주 여부

(RAb)
편의 내용의 

개방성

(RAc)
효과성 의미 
포함 여부

(RAd)
공적 지원 
고려 여부

(RA)
종합 평가

절편 0.8176
(0.0083)

*** 0.8176
(0.0083)

*** 0.8179
(0.0082)

*** 0.8174
(0.0082)

*** 0.8178
(0.0082)

***

장애 (ref. 비장애) -0.3397
(0.0163)

*** -0.3394
(0.0162)

*** -0.3395
(0.0165)

*** -0.3398
(0.0159)

*** -0.3402
(0.0171)

***

RA=1 (ref. 미도입) 0.0001
(0.0131)

0.0048
(0.0175)

0.0166
(0.0156)

0.0123
(0.0209)

0.0143
(0.0136)

RA=2 (ref. 미도입) 0.0052
(0.0092)

0.0034
(0.0088)

-0.0016
(0.0095)

0.0024
(0.0093)

-0.0031
(0.0110)

장애×(RA=1) 0.0031
(0.0135)

0.0453
(0.0075)

*** 0.0370
(0.0177)

* 0.0783
(0.0354)

* 0.0176
(0.0157)

장애×(RA=2) 0.0514
(0.0212)

* 0.0361
(0.0198)

# 0.0373
(0.0211)

# 0.0345
(0.0179)

# 0.0416
(0.0207)

*

주: <표 6-13>과 동일한 모형에서 2수준 변수만 전체평균 중심화. 통제변수 및 확률요소는 생략함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14〉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과 고용효과 2: 다수준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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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평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고용효과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 증가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네 가지 연구문제가 제

기된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법 연구로 34개 OECD 전체 회원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을 분

석하였다. 이 때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은 어떠한가?”이며, 내적 특

성에는 구체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장애 정의의 특성,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포함된다.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는 단순히 기존에 소개된 법률 

정보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적, 형식적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민간과 공

공을 포함한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

공 의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과 학설을 바탕으로 장애 정의의 포괄성과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국제규범 등과 비교

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각국의 법률 텍스트와 판례가 

기본이 되었으며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률 부속서류, 평등기구 결정례도 보완적인 분

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1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으

나 언어장벽을 고려하여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의 국가보고서, 온라인 법률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2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어떠한가?”, “장애차별금

지법의 고용효과는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



209

효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라는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비교미시자료인 LIS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자

료로 사용하였으며 2000~2010년 사이의 4개 웨이브에 해당하는 OECD 24개 국가

의 78개 데이터세트에서 25~54세의 977,72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과

정에서 LIS 데이터세트별로 장애 변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고용을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미시적․거시적 수준의 통제변수를 선정․구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장애 정의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

은 비교법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변수로 조작화

하였다. 분석모형의 추정은 국가(3수준)-시기(2수준)-개인(1수준)으로 위계화된 자료

의 구조를 고려하여 다수준모형을 적용하였다.

   비교법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장애차별금지법의 특성은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에

서의 세 가지 연구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장애차별금

지법의 도입 여부와 전반적 고용효과,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에 따른 고용

효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에 따른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로 묶어 정리하

고자 한다.

2.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전반적 고용효과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과정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2016

년 4월 시행 예정인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30개국이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차별금지법은 1985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미

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 유럽 지역은 물론 남미와 아시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EU 회원국 및 가입 후보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을 의무화한 고용평등지침의 영향

이 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정책에서 차별금지 수단을 자유주의

에 기반을 둔 ‘미국 방식’(Waddington, 1994)으로 간주했던 유럽 사회의 인식이 전

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차별금지를 기존의 사회보장 중심의 장애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이 도입한 장애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사유가 장애에 한정된 경우도 있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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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사유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는 영역도 고용에 한정되는 경우와 고용 

이외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경우로 다양하다. 하지만 대체로 비EU 국가들이 장애에 

한정되면서 고용 이외의 영역까지 적용되는 법률을 도입하고, EU 국가들은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차별 사유가 명시되고 고용 영역에 한정된 법률을 도입한 경향이 확인

된다. 이는 ‘장애 특정 & 고용 포함’의 특성을 가진 미국 ADA와 ‘장애 포함 & 고용 

특정’의 특성을 가진 EU 고용평등지침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차별의 사

유별로, 적용되는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차별금지법이 통합되는 현상도 관찰된다. 

스웨덴과 영국이 대표적 사례이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

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성과 인종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이 장애, 연

령, 성적 지향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법적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U가 기존 고용평등지침의 적용 영역을 고용 이외로 확대한 

새로운 평등처우지침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비교법 연구에서 밝힌 각국의 장애차별금지

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도입 여부 변수로 조작화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장애차별금

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포함한 2수준의 국가 시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 하였을 

때 장애차별금지법은 평균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3.5%p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계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포함한 2수준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 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인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하면 국가 고유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가 내 효과와 

국가 간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지만 중심화의 방식에 관계없이 고용효

과의 크기가 3.5%p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이러한 가정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이 긍정적 고용효과를 낳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와 고용효과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OECD 34개국 중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한 31개

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지만 사회모델에서 사회적 장벽으로 개념화된 장애를 차별금지법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 개입해야 할 대상을 상실하는 모순을 낳는다(Degener, 

2004: 6; 남찬섭, 2009: 166). 그보다는 법률에서 장애를 최대한 폭넓게 정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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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

다. 차별금지법에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Degener(2004) 등

의 학설을 근거로 네 가지를 도출하였는데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경

우, 손상 혹은 활동․참여 제약의 심각성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 손상 혹은 활동․참여 

제약의 지속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을 인정할 경우 장애의 개념이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가지 판단기준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활동․참여 제약 요소의 포함 

여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한 손상의 존재

로만 장애를 정의할 경우 장애차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대한 규명의 필요

성을 현저히 낮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애의 심각성과 지속성 조건이 중요하며, 이

러한 세 가지 지표가 종합적으로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의 포괄성을 결정한다. 과거

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은 이러한 현재장애의 개념에 의존한다.

   이러한 장애 정의는 차별금지법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타 법률의 정의가 준용

되거나 법률의 부속서류나 판례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근거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을 분석한 결과 장애 정의에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심각성과 지속성을 모두 한정하지 않으면서 과거장애, 미

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까지 모두 인정한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의 장

애차별금지법이 가장 포괄적으로 장애를 정의한 사례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장애 정

의에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고 심각성과 지속성을 모두 한정한 에스토니아, 프

랑스,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영국은 매우 협소하게 장

애를 정의한 경우에 속한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과거장

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장애 정의가 가장 협소하였

다. 이러한 협소한 장애 정의는 차별금지법이 타 법률, 특히 사회보장법의 장애 정의

를 준용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는 쉽

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의 영향으로 

초기의 협소한 장애 정의가 확대되는 경향은 확인되었다.

   장애 정의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준모형 실증분

석은 비교법 연구를 통해 규명한 활동․참여 제약 요소, 장애의 심각성 조건, 장애의 

지속성 조건을 분석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조작화하고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변수를 생성하여 진행하였다. 네 가지 평가기준 중 현재장애 이외의 포괄범위를 제외

한 것은 LIS 자료의 장애 변수 자체가 현재장애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세 가지 지표에서 장애 정의가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가 소수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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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평가 변수는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협소한 장애 정의인 경우와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광범위한 장애 정의인 경

우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정의에 대한 개별 평가기준은 물론 종합평가에서도 

장애 정의가 협소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지만 장

애 정의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 하였을 경우에도 개별 지표에서의 결과는 달라지

지 않았다. 다만 종합평가 지표에서 광범위한 장애 정의가 한계수준의 긍정적 고용효

과를 나타냈으나, 협소한 장애 정의는 일반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가 포괄적일수록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지

고 긍정적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분석결과는 반대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LIS 자료에서의 장애 변수가 

대부분 활동제약 변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의 지속성도 6개월 이상으로 측정하여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의 포괄성

이 갖는 영향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LIS 자료에

서 비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장애차별금지법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고용효과

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가 포괄적인 것

으로 판단된 국가의 LIS 자료가 대체로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행정적 장애 변수는 활동제약 변수보다 더 협소하기 때문에 LIS에서 비장애인

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장애차별금지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4.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되며

(Diller, 2000; Lawson, 2008; Schwab and Willborn, 2003), 개별 국가에서 진행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실증분석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Beegle and 

Stock, 2003; Jolls and Prescott, 2004). 본 연구에서는 Waddington(2004, 2008) 등

에 기초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여기에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지,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와 비

교하여 어떠한지, 편의의 내용을 한정적 혹은 개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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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가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

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한다는 조건이 있는지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 중 실질적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칠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28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28개국 중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22

개국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로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차별형태로 간주하는 경우, 어떠한 차별형태인지 불명확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

법에 적용되는 정의보다 협소한 경우는 프랑스와 독일뿐이었다. 합리적 편의의 내용

은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인 정의만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예시 목록을 제시하기도 하

는데, 5개국에서는 편의의 내용을 특정 형태로 한정하거나 한정적 목록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합리적 편의제공에서 ‘합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효과성 

테스트와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가 명확히 구분되는 2단계 접근법(Waddington, 2004, 

2008; Waddington and Lawson, 2009)은 네덜란드가 유일하였지만 16개 국가에서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균등한 부담 항변에 대

한 판단요소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7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공적 

지원 고려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 평가기준

을 모두 충족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

키아, 스페인, 영국으로 나타났다. 반면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에 대한 평

가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기준의 평가결과를 분석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조작

화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

별금지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평가지표로는 적절하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네 가지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가 변수도 함께 생성하였는데 장

애 정의 특성과 반대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국가가 

상대적으로 소수로 나타나 네 가지 세부지표에서 하나라도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

와 네 가지 지표 모두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개별 지표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 한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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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고 종합평가 지표에서는 일반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대로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대체로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 변수를 전

체평균 중심화한 경우에 개별 지표에서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의 긍정적 

고용효과도 유지되거나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가 강할 때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연구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기여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비교법 연구와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을 결합한 학제 간 

연구로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극복하였다. 기존 법학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 혹은 몇몇 대표적인 국가의 장애차별금지법에 나타나는 차별금지의 구체적

인 법리와 한계를 밝히고 잠재적인 고용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구체적인 차별 사건에서 사법적 해석을 예상 가능하게 하고 각국의 법리적 차

이와 그 잠재적인 영향을 밝혀내지만 그러한 요소가 현실에서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

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반면 사회정책학 연구는 정교한 계량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유무 외에 그러한 결과를 유발한 구

체적인 원인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는 분석의 범위가 일국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유무 외에 법률의 구체적인 특징을 모형화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비교연구로 분석의 수준을 확장하고 양 학문분야의 연구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유무는 물론 그러한 결과를 낳은 구

체적인 원인이 법률의 내적 특성일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본 연구는 개별 국가에서의 장애차별금지법 확산과정, 그리고 법률의 구체

적인 내용과 특징을 보여주는 국제적 차원의 지도를 제공한다. 기존의 비교법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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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장애차별금지법의 역사가 깊은 몇몇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

며, 최근에는 유럽 지역의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EU 회

원국에 제한되고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 대륙의 

주요 선진국을 모두 포괄하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

보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을 국제적 차원에서 비

교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에 주로 소개된 영미권과 유럽의 주요 국가는 물론 남미와 아시아 지역까지 포괄하는 

OECD 34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과정과 현황, 장애 정의

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다양한 비교연구를 위

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의 포괄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존의 학설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고용효과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유용성과 한계를 확인하였다. 장애차별금지법이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장애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에는 학문적․정책적 합의가 있지만 실

제로 어떻게 장애를 정의하는 것이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확보하는 방법인지

에 대해서는 Degener(2004) 등의 학설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분석이나 평가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규정에 대해서도 Waddington(2004, 2008) 등이 일정한 기

준을 제시하였지만 그러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평가기준이 실제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의 포괄성과 합리적 편

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타당하고 유용한 지표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몇몇 평가기준에서는 Degener(2004), Waddington(2004, 2008) 등이 제

시한 구체적 형태가 실제로는 한두 국가에만 존재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

나거나 세부적인 평가가 어려워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힐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정책적 논쟁이 

새롭게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몇몇 연구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이 긍정

적 고용효과를 낳았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실증연구

의 대체적인 결론은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이

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교법 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듯이 미국과 영국의 장애차

별금지법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성을 암시하지만 장애 정의는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거두기에는 매우 협소하였다. 이들 국가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다양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그러한 법률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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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에 주목하여 재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의 도입이 대체로 마무리된 현재 시점이 그러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할 적기라 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로 한

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차별금

지법이 지속적으로 변형․발전되고 있는 국제적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법의 국제적 모델이라 평가되는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도 협소한 장애 정의

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로 인해 2008년 개정되었으며, 영국의 DDA(장애차별법)도 

EU 고용평등지침 제정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쳤다. 이는 국내법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

한 비판적 모니터링과 국제적 규범에 의해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변

형․발전되고 통합적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고용평등지침에 의한 유

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나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논평과 같은 국제규범의 구체

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장애인권리

협약이 정한 차별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타 국가 장애차별금지법의 

변화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다.

   둘째,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장애 정의는 OECD 회원국 내에서도 가

장 협소한 경우에 속해 법률의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차별금지법

에서 장애 정의의 포괄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애의 정의에 일상생활 

활동이나 사회참여에서의 제약 조건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규범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장애 정의에는 손상 요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데, 여기에 활동․참여 제

약 요소를 추가하면 장애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미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 정의에서 활동․참여 제약 요

소를 포함하였고, 이러한 정의가 국제규범으로 확립되어가는 상황에서 호주, 아일랜드 

등과 같이 활동․참여 제약 요소 없이 단순한 손상의 존재로 장애를 정의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심각성을 고려

하면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배제하고 손상 요소로만 장애를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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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정의 규정에서 장애에 대

한 심각성과 지속성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의 

심각성 조건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된 요소이고 유럽연합사법재

판소 판례나 UN 장애인권리협약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와 간주장애는 

법률의 규정에 큰 문제가 없으나 연계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한 것은 개정의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장애 정의의 수정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가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행정적인 장애 정의와 무관한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와 거의 동일하다. 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에서 그러한 의

미가 바로 도출되진 않지만 실제로는 행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하여 적용될 

소지가 상당하다(감정기, 2010; 남찬섭, 2009; 오욱찬, 2015). 물론 이는 법원이 판례

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등록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

리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사법적 해석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률에 명시하

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드물게 모든 정책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장애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책 영역별로 다각화된 

장애 개념을 도입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셋째,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 편의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편의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에서 한정적 

목록으로 제시한 것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개별적이고 사후적인 성격을 무시한 

것이다. 개별적 성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절차적 요소 

또한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

무 규정이 개방적 예시주의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판례나 결정

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없다. 또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한정적 열거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심재진, 

2013: 123). 따라서 이는 반드시 개방적 예시목록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편의제공 과

정에서 고용주와 장애인 사이에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는 절차적 요소도 규정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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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실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

한 편의제공’에서 편의제공의 직무수행 효과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이라는 대안적인 표현을 선택하였지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조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과도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합리성’에 의한 과도한 부담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

될 것을 기대했을 수 있으나 이는 사법적 해석의 영역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실제로 

비록 고용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에서 필요한 

관리인의 안내조차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판단한 국내 법원의 

판례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준다(심재진, 2013). 따라서 입법 취지와 달리 

‘정당한’이라는 용어의 선택은 과도한 부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결과도, 직무수행 효

과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법 취지를 보

다 명확하게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당한 편의’라는 용어를 유지한 채 정

의 규정에 ‘효과적인 조치’라는 표현을 추가하거나 ‘정당한 편의’라는 용어를 포기하

고 보다 직접적인 ‘효과적 편의’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공적 지원의 이용가능성을 고려

해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 영역에서 정당한 편

의제공 의무는 2009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단계

적 확대가 마무리된 2013년 이후에도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규모 기업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더 큰 부담

이 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제공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의무를 면제하는 것보다는 편의제공에 따르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여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

입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

와 동시에 그러한 공적 지원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부담이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지원제도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을 위해 활용될 수는 있으나 적용대상과 편의의 내용이 협소하

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의 법적인 관계도 설정되지 않는다(심재진, 2014: 

286-287). 따라서 영국의 ‘일자리접근’(Access to Work) 프로그램과 같이 합리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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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실제로 효과적이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효

율적인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갖출 필요

가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전세계 선진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상태, 그리고 장애차별금지법에

서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을 법률, 판례를 비롯한 법적 텍스트

를 통해 평가하였지만 ‘법규범의 실효성’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법규범의 실효성은 

그 법규범이 사회 내에서 사실상 준수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통해 타율적으로 확보될 수도 있으며 수범자들의 승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보될 수도 있다(양천수, 2010: 42). 이러한 실효성은 해당 법규범의 효과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수범자들의 승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보되

는 실효성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률 내에 존재하는 강제력을 평가함

으로써 타율적으로 확보되는 실효성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

별에 대한 구제절차의 접근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정

도, 평등기구의 역할 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 갖는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축적된 근거가 부족하여 그 영향을 분리해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법률 자체가 가진 효과성에 

법규범의 실효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장애 변수를 사용하고자 세

심하게 검토하였지만 LIS 자료의 장애 변수가 갖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활동제약 변수는 물론 대안적인 장애 변수도 없어 상당수의 OECD 

국가가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장애 정의의 포괄성이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심각성이나 지속성을 제한하지 않은 손상의 존재 유무로 장애를 측정하는 가장 포

괄적인 장애 변수가 필요한데, 이러한 변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장애 정의의 영향

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이러한 장애 변수의 한계를 고

려할 때 장애 정의를 협소하게 정의했을 때 장애차별금지법의 긍정적 고용효과가 나

타난 것은 연구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라기보다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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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이 긍정적 고용효과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법률의 내

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적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장애차별금

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주목하였는데, 이 밖에도 차별행위

의 범위,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평등기구의 역할 등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접차별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같이 평등의 개념을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전환하는 개

념이라는 점에서, 평등기구의 역할은 법률의 실질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고용효과

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비교법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도 지속적으로 변형․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가 실제로 장애인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여전히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편의제공 지원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의제공 지원제도는 아직까지 그 정의는 

물론 각국에서 어떠한 형태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

로 제공되지 않지만 차별금지제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

는 점에서 중요하며 확대․발전의 여지가 매우 큰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정리되고 국제

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장애 변수가 포함된 비교미시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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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 국가보고서 목록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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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2005~2013 Schindlaue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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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Zahumenský,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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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Olsen, B. K.
2009, 2010 Badse, C.
2011~2013 Justese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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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2005~2007 Makkonen, T.

2008~2010 Kortteinen, J.
2011~2013 Hiltunen, R.

France 2005~2013 Latraverse, S.
Germany 2005~2013 Mahlmann, M.
Greece 2005, 2006, 2008 Ktistakis, Y.

2007 Ktistakis, I.
2009 Theodoridis, N.
2010~2013 Theodoridis, A.

Hungary 2005~2013 Kάdάr, A.
Iceland 2011~2013 Gudmundsdottir, G. D.
Ireland 2005, 2006 Quinlivan, S.

2007~2013 O’Farrell, O.
Italy 2005~2010 Simoni, A.

2011~2013 Favilli, C.
Luxembourg 2005~2010 Moyse, F.

2011~2013 Hoffmann, T.
Netherlands 2005~2013 Holtmaat, R.
Norway 2011~2013 McClimans, E. L.
Poland 2005, 2006 Mazur-Rafal, M.

2007~2013 Bojarski, Ł.
Portugal 2005~2007 Malheiros, M.

2008~2013 Malheiros, M. and Rosado, A.
Slovak Republic 2005~2007 Dlugošová, Z.

2009 Debrecéniová, J.
2010~2013 Debrecéniová, J. and Dlugošová, Z.

Slovenia 2005, 2006 Tratar, M. and Hot, M.
2007~2013 Šalamon, N. K.

Spain 2005~2013 Cachón, L.
Sweden 2005, 2006 Numhauser-Henning, A.

2007~2013 Norberg, P.
Turkey 2009 Gül, İ. I.

2011~2013 Kurban, D.
United Kingdom 2005~2008 O’Cinneide, C.

2009~2013 McColgan, A.

116) 각 국가보고서의 출판연도는 작성 기준연도 다음 해임



240

[부록 2] 국가별 검토 법률[L], 판례 및 결정례[C]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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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11 July 2006, Case C-13/05, Sonia 
Chacón Navas v. Eurest Colectividades SA, ECR I-06467

[C]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17 July 2008, Case C-303/06,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ECR I-05603

[C]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11 April 2013, Joined Cases C-335/11 and 
C-337/11, HK Danmark, acting on behalf of Jette Ring v. Dansk almennyttigt 
Boligselskab and HK Danmark, acting on behalf of Lone Skouboe Werge v. Dansk 
Arbejdsgiverforening, acting on behalf of Pro Display A/S, not yet published

[C]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4 July 2013, Case C-312/11, European 
Commission v. Italy, published in the electronic Reports of Cases

[C]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18 December 2014, Case C-354/13, Fag 
og Arbejde (FOA), acting on behalf of Karsten Kaltoft v. Kommunernes Landsforening 
(KL), acting on behalf of the Municipality of Billund, not yet published

Australia

[L]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DDA]*

[C] High Court, 11 November 2003, 217 CLR 92, Purvis v.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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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qual Treatment Act (Gleichbehandlungsgesetz) [GIBG]

[L] Act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ehinderteneinstellungsgesetz) [BEinstG]*

[L] Federal Disability Equality Act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StG]

[L] Federal Disability Act (Bundesbehindertengesetz) [BBG]

[C] LG ZRS Wien, 30 March 2007, Nr. 35R68/07w (35R104/07i), Hayet B. v. Ferdinand S.

[C] Supreme Court, 24 July 2013, Nr. 9ObA40/13t

117) *표시는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차별금지법. 비영어권 국가의 영문 법률명은 국가보고서 
혹은 ILO NATLEX의 표기를 따름. 판례 및 결정례는 국가마다 표기방식이 달라 다음과 같이 
통일: 법원(평등기구)명, 판결일, 판결번호(혹은 사건번호), 당사자(공개된 경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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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993 setting up the Centre for Equal Opportunities and Opposition to Racism 
(Loi tendant à lutter contre la discrimination et modifiant la loi du 15 février 1993 créant 
un Centre pour l’égalité des chances et la lutte contre le racisme)

[L] Act of 10 May 2007 Pertaining to Fight against Certain Forms of Discrimination (Loi du 
10 mai 2007 tendant à lutter contre certaines formes de discrimination, General 
Anti-discrimination Federal Act) [GAFA]*

[C] Labour Appeal Court of Brussels, 9 January 2013, Judgment No. 2013/118

[C] Labour Court of Leuven, 10 December 2013, Judgment No. 12/10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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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L] Canadian Human Rights Act 1985 [CHRA]*

[L] Employment Equity Act [EEA]

[C] Supreme Court, 17 December 1985, 2 S.C.R. 536,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v. 
Simpsons-Sears Ltd.

[C] Supreme Court, 13 October 1990, 2 S.C.R. 489, Central Alberta Dairy Pool v. Alberta 
(Human Rights Commission)

[C] Supreme Court, 9 October 1997, 3 S.C.R. 624, Eldridge v. British Columbia (Attorney 
General)

[C] Supreme Court, 9 September 1999, 3 S.C.R. 3, British Columbia (Public Service Employee 
Relations Commission) v. British Columbia Government and Service Employees’ Union

[C] Supreme Court, 16 December 1999, 3 S.C.R. 868, British Columbia (Superintend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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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preme Court, 3 May 2000, 1 S.C.R. 665; 2000 SCC 27, Quebec (Commiss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et des droits de la jeunesse) v. Montréal (City); Quebec (Commiss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et des droits de la jeunesse) v. Boisbriand (City)

Chile

[L] Law No. 19284 Establishing Rules for Ful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ey 
19284 establece normas para la plena integracion social de personas con discapacidad)

[L] Law No. 20422 Establishing Rules on Equal Opportunities and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ey núm. 20422 establece normas sobre igualdad de oportunidades e 
inclusión social de personas con discapacidad)

[L] Law No. 20609 Establishing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Ley núm. 20609 establece 
medidas contra la discriminación)*

Czech Republic

[L] Law No. 198/2009 on Equal Treatment and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Zákon o rovném zacházení a o právních prostredcích ochrany pred diskriminací a o 
zmene nekterých záko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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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L]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etc., as amended by the Act 
No. 1417 of 22 December 2004, Consolidated Act No. 1349 of 16 December 2008 (Lov 
om forbud mod forskelsbehandling på arbejdsmarkedet, m.v.) [APDLM]*

[C] Western High Court, 11 October 2007, Judgment U.2008.306V

[C] Western High Court, 22 June 2010, Judgment U.2010.2610V

[C] Board of Equal Treatment, 9 May 2012, Decision No. 275/2012

[C] Eastern High Court, 11 January 2013, Case No. B-58-12

[C] Supreme Court, 13 June 2013, Judgment U.2013.2575H, Case No. 250/2011

Estonia

[L] Law on Social Benefits for Disabled Persons (Puuetega inimeste sotsiaaltoetuste seadus), [LSBDP]

[L] Law on Employment Contracts (Eesti Vabariigi töölepingu seaduse) [LEC]*

[L] Law on Equal Treatment (Võrdse kohtlemise seadus) [LET]*

Finland

[L] Non-Discrimination Act 21/2004 (Yhdenvertaisuuslaki 21/2004) [NDA]*

[L] Provincial Act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Province of Åland 66/2005 
(Landskapslag om förhindrande av diskriminering I landskapet Åland 66/2005)

France

[L] Law No. 2001-1066 of 16 November 2001 Relating to the Fight against Discriminations 
(Loi n° 2001-1066 du 16 novembre 200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L] Law No. 2005-102 of 11 February 2005 for Equal Opportunities and Integration of 
Disabled Persons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L] Law No. 2008-496 of May 27 2008 Relating to the Adaptation of National Law to 
Community Law in Matters of Discrimination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C] CAEN Appeals Court, 17 September 2010, Case No. 08/04500, Enault v. SAS ED.

Germany

[L] Social Code IX (Sozialgesetzbuch IX) [SGB IX]

[L] Law on Promoting the Equality of the Disabled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L] General Law on Equal Treatment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C]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VerfG], 8 October 1997, 1 BvR 9/97

[C] Baden-Württemberg Land Labour Court [LAG], 22 June 2005, Az: 2 Sa 11/05

[C] Federal Labour Court [BAG], 22 October 2009, 8 AZR 642/08

[C] Federal Labour Court [BAG], 19 December 2013, 6 AZR 1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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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ce

[L] Law 2643/1998 on the Compulsory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of People of 
Special Groups (ΝΟΜΟΣ ΥΠ' ΑΡΙΘ. 2643/1998 Μέριμνα για την απασχόληση προσώπω
ν ειδικών κατηγοριών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

[L] Law 3304/2005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Religious or Other Beliefs, Disability, Age or Sexual Orientation 
(ΝΟΜΟΣ ΥΠ’ ΑΡΙΘ. 3304/2005 Εφαρµογή της αρχής της ίσης µεταχείρισης ανεξαρτήτ
ως φυλετικής ή εθνοτικής καταγωγής, θρησκευτικών ή άλλων πεποιθήσεων, αναπηρία
ς, ηλικίας ή γενετήσιου προσανατολισµού)*

[C] Athens Court of First Instance, 4 December 2008, Judgement 2048/2008

Hungary

[L] Act XXVI of 1998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Guaranteeing of 
their Equal Opportunities (1998. évi XXVI. törvény a fogyatékos személyek jogairól és 
esélyegyenlőségük biztosításáról) [RPDA]

[L] Act CXXV of 2003 on Equal Treat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Equal Opportunities (2003. 
évi CXXV. törvény az egyenlő bánásmódról és az esélyegyenlőség előmozdításáról) [ETA]*

[L] Act CXXI of 2007 on the Amendment of Certain Social Laws (2007. évi CXXI. törvény 
egyes szociális tárgyú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C] Equal Treatment Authority, April 2008, Case No. 72/2008

[C] Equal Treatment Authority, Case No. EBH/23/2011

Iceland

없음

Ireland

[L] Employment Equality Act 1998-2011 [EEA]*

[L] Equal Status Act 2000-2012 [ESA]

[L] Equality Act 2004*

[C] Equality Tribunal, 4 February 2002, DEC-E2002-004, An Employee (represented by 
IMPACT) v. A Local Authority

[C] Equality Tribunal, DEC-E2003-04, A Complainant v. Bus Éireann

[C] Equality Tribunal, DEC-S2004-009-014, Six Complainants v. a Public House

[C] Equality Tribunal, 10 April 2006, DEC-E2006-013, A Health Service Employee v. The 
Health Service Executive

[C] Equality Tribunal, DEC-E2006-042, Ms X v. An Electronic Component Company

[C] Labour Court, 2 November 2011, E/11/16, Determination No. EDA 1129

[C] Labour Court, 12 December 2003, ED/02/1, Customer Perception Ltd. v. Leydon

Israel

[L] Employment (Equal Opportunities) Law, 5741-1981 [E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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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qual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5758-1998 [ERPWDL]*

Italy

[L] Framework Law 104/1992 on Care, Social Integration and Rights of Disabled People 
(Legge 5 febbraio 1992, n. 104, Legge-quadro per l'assistenza, l'integrazione sociale e i 
diritti delle persone handicappate)

[L] Legislative Decree No. 216/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0/78/EC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Decreto legislativo 9 luglio 2003, n. 216 
Attuazione della direttiva 2000/78/CE per la parità di trattamento in materia di 
occupazione e di condizioni di lavoro)*

[L] Law No. 67/2006, Provisions on the Judicial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Discrimination (Legge 1 marzo 2006, n. 67 Misure per la tutela giudiziaria 
delle persone con disabilita' vittime di discriminazioni)*

[L] Law decree 28 June 2013 no. 76, in Official Journal no. 150 of 28 June 2013, then 
converted into Law 9 August 2013, no. 99, in Official Journal no. 196 of 22 August 
2013, page 1, regarding Preliminary Urgent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in 
particular of youngsters, of social cohesion and on and other Urgent financial measures 
(Legge 9 agosto 2013, n. 99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8 
giugno 2013, n. 76, recante primi interventi urgenti per la promozione dell'occupazione, in 
particolare giovanile, della coesione sociale, nonche' in materia di Imposta sul valore 
aggiunto (IVA) e altre misure finanziarie urgenti)

Japan

[L] 장해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25년 법률 제65호 (障害を理由とす
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 平成25年法律第65号) [장해차별해소법]

[L] 장해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헤이세이 25년 법률 제46호 (障害者の雇用
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5年法律第46号) [장해자고용촉진법]*

Luxembourg

[L] Law of 12 September 2003 on disabled persons and amending 1. the amended law of 26 
May 1954 regulating the pensions of the civil servants of the State, 2. the law of 22 April 
1966 uniformly regulating the annual paid leave of the employees of the private sector 3. of 
the modified law of 12 Mars 1973 reforming the minimum social income, 4. of the modified 
law of 30 June 1976 which 1. creates a fund for employment; 2. regulating the granting of 
full unemployment benefits, 5. of the amended law of 19 June 1985 concerning family 
allowances and creating the national agency of family allowances, 6. of the amended law of 
27 July 1987 concerning the insurance pension in case of oldness, invalidity and of survival, 
7. of the amended law of 3 August 1998 instating special regimes for state and municipal 
civil servant as well as for the agents of the national railway company, 8.of the amended 
law of 28 July 2000 with the aim of coordinating the legal regimes of pension and 9. the 
Code of Social Insurance (Loi du 12 septembre 2003 relative aux personnes handicapées et 
portant modification 1. de la loi modifiée du 26 mai 1954 réglant les pensions des 
fonctionnaires de l'Etat, 2. de la loi du 22 avril 1966 portant réglementation uniforme du 
congé annuel payé des salariés du secteur privé, 3. de la loi modifiée du 12 mars 1973 
portant réforme du salaire social minimum, 4. de la loi modifiée du 30 juin 1976 portant 1. 
création d'un fonds pour l'emploi; 2. réglementation de l'octroi des indemnités de chômage 
complet, 5. de la loi modifiée du 19 juin 1985 concernant les allocations familiales et 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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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éation de la caisse nationale des prestations familiales, 6. de la loi modifiée du 27 juillet 
1987 concernant l'assurance pension en cas de vieillesse, d'invalidité et de survie, 7. de la loi 
modifiée du 3 août 1998 instituant des régimes spéciaux pour les fonctionnaires de l'Etat et 
des communes ainsi que pour les agents de la 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luxembourgeois, 8. de la loi modifiée du 28 juillet 2000 ayant pour objet la coordination des 
régimes légaux de pension et 9. du Code des assurances sociales)

[L] Law of 28 November 2006, 1. transposing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2. transposing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3. 
modifying the Labour Code and introducing in Book II a new title V on equality of 
treatment in the area of employment and work; 4. modifying articles 454 and 455 of the 
penal Code; 5. modifying the law of 12 September 2003 on disabled persons (Loi du 28 
novembre 2006 portant 1.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43/CE du Conseil du 29 juin 
2000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principe de l’égalité de traitement entre les personnes 
sans distinction de race ou d’origine ethnique; 2.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78/CE du 
Conseil du 27 novembre 2000 portant création d’un cadre général en faveur de l’égalité de 
traitement en matière d’emploi et de travail; 3. modification du Code du travail et portant 
introduction dans le Livre II d’un nouveau titre V relatif à l’égalité de traitement en matière 
d’emploi et de travail; 4. modification des articles 454 et 455 du Code pénal; 5. 
modification de la loi du 12 septembre 2003 relative aux personnes handicapées)*

[L] Law of 29 November 2006 modifying 1. the modified law of 16 April 1979 establishing the 
general statute of state civil servants; 2. the modified law of 24 December 1985 establishing 
the general statute of municipal civil servants (Loi du 29 novembre 2006 modifiant 1. la loi 
modifiée du 16 avril 1979 fixant le statut général des fonctionnaires de l’Etat; 2. la loi 
modifiée du 24 décembre 1985 fixant le statut général des fonctionnaires communaux)

[L] Law of 28 July 2011 1. Approv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de in New York, on 13 December 2006, 2. Approv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de in New York, on 13 December 
2006, 3. Designating the independent mechanisms to promote, protect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oi du 28 
juillet 2011 portant 1. Approbation 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faite à New York, le 13 décembre 2006, 2. Approbation du Protocole facultatif 
à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relatif au Comité des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faite à New York, le 13 décembre 2006, 3. Désignation des 
mécanismes indépendants de promotion, de protection et de suivi de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Mexico

[L]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Ley federal para prevenir y eliminar 
la discriminación) [LFPED]*

[L] General Law for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ey general para la inclusión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LGIPD]

Netherlands

[L] Act on Equal Treatment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or Chronic Illness (Wet Gelijke 
Behandeling op grond van Handicap of Chronische Ziekt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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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qual Treatment Commission, 23 November 2006, Opinion 2006-227

[C] Equal Treatment Commission, 15 June 2011, Opinion 2011-90

New Zealand

[L]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 [BORA]

[L] Human Rights Act 1993 [HRA]*

[C] Court of Appeal, 18 February 2011, NZCA 20, Smith v. Air New Zealand Limited

Norway

[L] Act No. 42 of 2008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Disability (Lov Nr 42 av 
2008 om forbud mot diskriminering på grunn av nedsatt funksjonsevn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AAA]*

[L] Act No. 61 of 2013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Disability (Lov Nr 61 av 
2013 om forbud mot diskriminering på grunn av nedsatt funksjonsevn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AAA]*

Poland

[L] Act on the Vocational and Soci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Ustawa z 27 sierpnia 1997 r. o rehabilitacji zawodowej i społecznej oraz zatrudnianiu 
osób niepełnosprawnych, Disabled Persons Act) [DPA]

[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Field of 
Equal Treatment (Ustawa z dnia 3 grudnia 2010 r. o wdrożeniu niektórych przepisów Unii 
Europejskiej w zakresie równego traktowania, Equal Treatment Act) [ETA]*

Portugal

[L] Law 99/2003 of 27 August 2003 adopting the Labour Code (Lei n.° 99/2003 de 27 de 
Agosto de 2003, aprova o Código de Trabalho) [Labour Code]*

[L] Law 38/2004 of 18 August 2004 defining the General Legal Basis for the Prevention of the 
Causes of Disability, and the Qualification, Rehabilitation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ei n.° 38/2004 de 18 de Agosto de 2004 define as bases gerais do regime 
jurídico da prevenção, habilitação, reabilitação e participação da pessoa com deficiência)

[L] Law 46/2006 of 28 August 2006 which Prohibits and Punishes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and on a Pre-existing Risk to Health (Lei n.° 46/2006 de 28 de Agosto de 
2006 que proíbe e pune a discriminação em razão da deficiência e da existência de risco 
agravado para a saúde)*

[L] Law 7/2009 of 12 February 2009 adopting the Labour Code (Lei n.° 7/2009, de 12 de 
Fevereiro de 2009, que aprova o Código de Trabalho)

[L] Law 3/2011 which forbids any Discrimination on the Access and Exercise of Independent 
Work and which transposes into National Law Directives 2000/43/EC, 2000/78/EC and 
Directive 2006/54/EC (Lei n.° 3/2011 de 15 de Fevereiro de 2011 que proíbe qualquer 
discriminação no acesso e no exercício do trabalho independente e transpõe a Directiva 
n.° 2000/43/CE, do Conselho, de 29 de Junho, a Directiva n.° 2000/78/CE, do 
Conselho, de 27 de Novembro, e a Directiva n.° 2006/5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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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ak Republic

[L] Act No. 461/2003 Coll. on Social Insurance, as amended (Zákon č. 461/2003 Z. z. o 
sociálnom poistení, v znení neskorších predpisov) [ZSP]

[L] Act No. 365/2004 Coll. on Equal Treatment in Certain Areas and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Zákon č. 365/2004 Z. z. o rovnakom zaobchádzaní v niektorých 
oblastiach a o ochrane pred diskrimináciou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Antidiskriminačný zákon) [ADZ]*

Slovenia

[L] Act on 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 (Zakon o pokojninskem in invalidskem zavarovanju) 
[ZPIZ-1]

[L] Employment Relationship Act (Zakon o delovnih razmerjih) [ZDR-1]*

[L] Act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Zakon o uresničevanju načela enakega 
obravnavanja) [ZUNEO]*

[L]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Zakon o 
zaposlitveni rehabilitaciji in zaposlovanju invalidov) [ZZRZI]*

[L] Act on Equal Opportun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Zakon o izenačevanju možnosti 
invalidov) [ZIMI]

South Korea

[L]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Spain

[L] Law 13/1982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Disabled People (Ley 13/1982, 7 abril, de 
Integración Social de los Minusválidos)*

[L] Law 51/2003 on Equal Opportunities, Nondiscrimination, and Universal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ey 51/2003, 2 diciembre, de igualdad de oportunidades, no 
discriminación y accesibilidad universal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L] Law 62/2003 on Fis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Measures (Ley 62/2003, de 30 de 
diciembre, de medidas fiscales, administrativas y de orden social)*

[L] Law 49/2007 on Offences and Sanctions in the Field of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Ley 
49/2007, de 26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 el régimen de infracciones y 
sanciones en materia de igualdad de oportunidades, no discriminación y accesibilidad 
universal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L] Comprehensive Bill on Equ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oyecto de Ley integral 
para la igualdad de trato y la no discriminación, 2011년 법안)

[L] Law 26/2011 on normative adaptation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ey 26/2011, de 1 de agosto, de adaptación normativa a la Convención 
Internacional sobre los Derechos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L] General Law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Social Inclusion (Ley General 
de derechos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y de su inclusión social) [RDL 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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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L]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on Grounds of Disability Act (Lag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i arbetslivet på grund av funktionshinder) [SFS 1999:132]*

[L] Equal Treatment of Students at Universities Act (Lag om likabehandling av studenter i 
högskolan) [SFS 2001:1286]

[L]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ct (Lag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SFS 2003:307]

[L] Act Prohibiting Discriminatory and Other Degrading Treatment of Children and School 
Students (Lag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och annan kränkande behandling av barn 
och elever) [SFS 2006:67]

[L] Discrimination Act (Diskrimineringslag) [SFS 2008:567]*

Switzerland

[L] Federal Law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Loi 
fédérale sur l'élimination des inégalités frappant les personnes handicapées) [LHand]

Turkey

[L] Law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No. 5378 (Özürlüler ve Bazı Kanun ve Kanun Hükmünde 
Kararnamelerde Değişiklik Yapılması Hakkında Kanun) [LPD]

United Kingdom

[L]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DDA 1995]*

[L]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Amendment) Regulations (NI) 2004

[L]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 [DDA 2005]*

[L]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Northern Ireland) Order 2006

[L] Equality Act 2010 [EqA 2010]*

[C] Employment Appeal Tribunal, 30 October 2009, [2010] IRLR 10, EBR Attridge Law LLP 
& Anor v. Coleman

United States

[L]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2 [ADA]*

[L]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ADAAA]*

[C] Court of Appeals, Seventh Circuit, 5 January 1995, 44 F.3d 538, Lori L. Vande Zande v.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C] Supreme Court, 22 June 1999, 527 U.S. 471, Karen Sutton and Kimberly Hinton v. United 
Air Lines, Inc.

[C] Supreme Court, 22 June 1999, 527 U.S. 516, Vaughn L. Murphy v. United Parcel Service, Inc.

[C] Supreme Court, 22 June 1999, 527 U.S. 555, Albertson’s, Inc. v. Hallie Kirkingburg

[C] Supreme Court, 9 January 2002, 534 U.S. 184, Toyota Motor Manufacturing, Kentucky, 
Inc. v. Ella Williams

[C] Supreme Court, 29 April 2002, 535 U.S. 391, U.S. Airways, Inc. v. Bar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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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가별 장애 정의의 요소 분해: 손상, 활동‧참여, 상호작용

UN 장애인권리협약 Preamble (e), Article 1

•[손상]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those who have long-term 
physical, mental, intellectual or sensory impairments)

•[활동‧참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may hinder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상호작용] 손상을 가진 개인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s with impairments and attitudin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which in interaction with various barriers)

유럽연합사법재판소 2006년 Chacón Navas 판례

•[손상] 특히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으로 초래된 제약(limitation which results in particular 
from physical, mental or psychological impairments)

•[활동‧참여] 직업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참여를 방해하는(which hinders the particip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in professional life)

유럽연합사법재판소 2013년 Ring and Skouboe Werge 판례

•[손상] 특히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에 의해 초래되는 제약(limitation which results in 
particular from physical, mental or psychological impairments)

•[활동‧참여]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기반에서 직업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
해할 수 있는(may hinder th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in 
professional lif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workers)

•[상호작용]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which in interaction with various barriers)

Australia, DDA(장애차별법) Section 4(1)

•[손상] (a)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상실(total or partial loss of the 
person’s bodily or mental functions), (b) 신체 부위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상실(total or 
partial loss of a part of the body), (c) 질환 혹은 질병을 야기하는 신체조직의 존재(the 
presence in the body of organisms causing disease or illness), (d) 질환 혹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직의 존재(the presence in the body of organisms capable of causing disease or 
illness), (e) 신체 부위의 기능이상, 기형, 손상(the malfunction, malformation or disfigurement 
of a part of the person’s body), (f) 기능이상이 없는 사람과 다르게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능이상(a disorder or malfunction that results in the person learning differently from a 
person without the disorder or malfunction), (g) 개인의 사고과정, 현실인식, 감정, 판단에 영
향을 주거나 이상행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기능이상, 질병, 질환(a disorder, illness or disease 
that affects a person’s thought processes, perception of reality, emotions or judgment or that 
results in disturbed behaviour)

Austria, BEinstG(장애인고용법) §3

•[손상] 일시적이지 않고 생리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나 감각기능의 손상에 기반을 둔 기능의 결
손으로 인한 결과(the result of a deficiency of functions that is not just temporary and based 
on a physiological, mental, or psychological condition or an impairment of sensual 
functions), 그러한 상태는 6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Such a condition is not deemed temporary if it is likely to last for more than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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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여]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는(which constitutes a possible 
complication for the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Belgium, GAFA(일반차별금지법) 법안설명서

•[손상] (a) 지적, 신체적, 심리적, 감각적 결손(intellectual, physical, psychic or sensory deficiencies)

•[활동‧참여] 개인의 참여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요한 제약(any lasting and important limitation of a 
person’s participation), (b) 활동 수행 과정의 제약(limitations during the execution of activities)

•[상호작용] (a), (b), (c)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인한(due to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a, b, c), (c) 개인적, 환경적 맥락 요소(personal and environmental contextual factors)

Canada, CHRA(캐나다인권법) Section 25

•[손상] 손상, 이전 혹은 현재의 알코올이나 약물에 대한 의존을 포함한 모든 이전 혹은 현재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any previous or existing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and includes 
disfigurement and previous or existing dependence on alcohol or a drug)

Chile, Law 20422(장애인기회평등법) Article 5

•[손상]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심리사회적 혹은 지적), 감각
적 손상으로 인해(as a result of one or more temporary or permanent physical, mental - 
whether the cause is psychosocial or intellectual - or sensory impairments)

•[활동‧참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거
나 제약된(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s 
hindered or limited)

•[상호작용] 환경에서의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by different barriers encountered in their 
surroundings)

Czech Republic, Law 198/2009(차별금지법) Section 5

•[손상]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심리적 혹은 다른 손상(physical, sensory, mental, psychological 
or other impairment),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는 장기적이어야 하며, 혹은 의학적 지식에 따라 최
소 1년간 지속되어야 함(This disability must be long-term, when it is lasting, or it should 
last according to medical knowledge for a minimum of one year)

•[활동‧참여] 차별금지법의 범위 내의 평등처우 권리에서 개인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which restrains or can restrain individuals in their right to equal treatment within the scope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Denmark, APDLM(노동시장차별금지법) 법안준비문서

•[손상] 신체적, 심리적, 지적 손상(physical, psychological or intellectual impairment)

•[활동‧참여] 개인이 다른 시민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기능하기 위한 보상의 필요를 
초래하는(generating a need for compensation in order for that person to function on an 
equal level with other citizens in a similar situation)

Estonia, LSBDP(장애인사회급여법) Article 2

•[손상] 개인의 해부학적, 생리적,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혹은 비정상성(the loss of or an 
abnormality in an anatomical, physiological or mental structure or function of a person),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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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사정위원회나 의료전문가가 장애의 심각성 정도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규명해야 함(a 
medical assessment committee or a medical expert shall determine the degree of severity of a 
disability and shall identify the additional expenses)

•[활동‧참여] 심각성의 정도는 활동보조, 지도, 감독이 24시간 내내 혹은 일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 
필요한지에 의해 결정됨(the degree of severity depends on the fact if the person needs 
personal assistance, guidance or supervision constantly, in every twenty-four hour period or 
at least once a week)

Estonia, LET(평등처우법) Article 5

•[손상] 개인의 해부학적, 생리적,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혹은 비정상성(the loss of or an 
abnormality in an anatomical, physiological or mental structure or function of a person)

•[활동‧참여] 일상활동의 수행에 상당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주는(which has a substantial and 
long-term advers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everyday activities)

France, Law 2005-102(장애인평등기회법) Article 2, CSW(사회복지법) Article L.114

•[손상]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인지적, 심리적 기능, 다중장애, 장애를 유발
하는 질병의 상당하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악화를 이유로(by reason of a substantial, lasting 
or permanent alteration of one or more physical, sensory, mental, cognitive or psychological 
faculties, of multiple disabilities or of a disabling illness)

•[활동‧참여] 활동의 제약에 직면하거나 자신의 환경에 참여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a person who 
faces a any limitation of activity or is restricted in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ety in his 
or her environment)

Germany, SGB IX(사회법전 제9권) Section 2, BGG(장애인평등법) Section 3

•[손상] 신체적 기능, 지적 능력, 정신적 건강이 자신의 연령에서 전형적인 상태와 6개월 이상 다
를 확률이 높다면(if their physical functions, intellectual abilities or mental health have a high 
probability of differing from the state typical for their age for longer than six months)

•[활동‧참여] 그 결과로 사회 참여가 손상된다면(if, in consequence, their participation in society 
is impaired)

Greece, Law 2643/1998(고용할당법) Article 1

•[손상]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due to a chronic bodily, 
mental or psychological disease or impairment), 장애의 심각성이 50%에 도달한 경우(provided 
that his/her disability reaches a severity of 50%)

•[활동‧참여]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제한된 사람(a person with limited possibilities to find work), 
고용인력기관에 장애실업자로 특별 등록이 된 사람(is registered with the Manpower Employment 
Organisation (OAED) in a special register for unemployed people with disabilities)

Hungary,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전) Article 4

•[손상] 완전히 혹은 상당히 제한된 감각, 운동, 정신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의사소통이 상당히 제약
된(has a fully or greatly restricted command of sensory, locomotive or mental abilities, or is 
greatly restricted in his/her communication)

•[활동‧참여] 이것이 사회활동의 적극적 참여에 지속적인 장벽을 구성한다면(this constitutes an 
enduring obstacle with regard to his/her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life)

Hungary, RPDA(장애인권리법, 2013년 개정 이후)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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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회복될 수 없거나 장기적인 감각적, 의사소통 관련, 신체적, 지적, 심리사회적 손상이나 누
적을 가진 사람(those who have irreversible or long-term sensory, communication- related, 
physical, intellectual, psychosocial impairments or the accumulation)

•[활동‧참여] 다른 사람과 등등한 기반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거
나 방해하는(which restrict or hinder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상호작용] 상당한 환경적, 사회적, 다른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in interaction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societal or other barriers)

Ireland, EEA(고용평등법) Section 2(1)

•[손상] (a) 신체 부위의 부재를 포함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부재
(the total or partial absence of a person’s bodily or mental functions, including the absence 
of a part of a person’s body), (b) 만성질환 혹은 질병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신체조직
의 존재(the presence in the body of organisms causing, or likely to cause, chronic disease or 
illness), (c) 신체 부위의 기능이상, 기형, 손상(the malfunction, malformation or disfigurement 
of a part of a person’s body), (d) 상태 혹은 기능이상이 없는 사람과 다르게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나 기능이상(a condition or malfunction which results in a person learning 
differently from a person without the condition or malfunction), or (e) 개인의 사고과정, 현실
인식, 감정,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이상행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 질병, 질환(a condition, 
illness or disease which affects a person’s thought processes, perception of reality, emotions 
or judgement or which results in disturbed behaviour)

Israel, ERPWDL(장애인권리평등법) Section 5

•[손상] 영구적 혹은 일시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손상(permanent or temporary 
physical, mental or intellectual - including a cognitive – impairment)

•[활동‧참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생활 영역에서 기능이 상당히 제약된(which his functions 
are substantively restricted in one or more main spheres of life)

Italy, Law 104/1992(장애인법) Article 3

•[손상] 안정적 혹은 진행성의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anyone who has a 
physical, mental or sensory impairment, of a stable or progressive nature)

•[활동‧참여] 학습, 관계형성, 취업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회적 불이익이나 배제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that causes difficulty in learning, establishing relationships or obtaining 
employment and is such as to place the person in a situation of social disadvantage or 
exclusion)

Japan, 장해자고용촉진법 제2조 1항

•[손상] 신체장해, 지적장해, 정신장해(발달장해 포함), 기타 심신의 기능장애로 인해(身体障害、知
的障害、精神障害(発達障害を含む)その他の心身の機能の障害があるため)

•[활동‧참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자(長期にわたり、職業生活に相当の制限を受け、又は職業生活を営むことが著しく困難な者)

Japan, 장해차별해소법 제2조 1항

•[손상] 신체장해, 지적장해, 정신장해(발달장해 포함), 기타 심신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身体障
害、知的障害、精神障害(発達障害を含む)その他の心身の機能の障害があ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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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継続的に
日常生活又は社会生活に相当な制限を受ける状態にあるものをいう)

•[상호작용] 장해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障害及び社会的障壁により)

Luxembourg, Law of 12 September 2003(장애인법) Article 1

•[손상] (a) 룩셈부르크 내에 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a work accident with a 
company legally established in Luxembourg), (b) 전쟁이나 점령(war events or occupier 
measures), (c)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심리적 손상, 그리고/혹은 이러한 손상을 악화시키는 심
리사회적 어려움(physical, mental, sensory or psychological impairment and/or psychosocial 
difficulties aggravating this impairment)

•[활동‧참여] 다음의 이유로 발생한 최소 30% 이상의 감소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any person 
who has reduced his working capacity of at least thirty percent, occurred due)

Mexico, LGIPD(장애인통합법) Article 2(XXI)

•[손상] 영구적 혹은 일시적인,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특성에서의 하
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을 가진 사람(Anyone congenital or acquired right has one or more 
deficiencies in physical, mental, intellectual or sensory character,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활동‧참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통합을 방해할 수 있는(may hinder 
their full and effective inclus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상호작용] 사회적 환경에 의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that interact with the barriers imposed 
by social environment)

Netherlands, DDA(장애차별금지법) 법안설명서

•[손상] 무엇이 장애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속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what constitutes a disability is not only dependent on the physical or psychological 
features/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활동‧참여] 동등한 참여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도 의존함(but also 
on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that allows/does not allow people to participate on 
an equal footing)

New Zealand, HRA(인권법) Section 21(1)(h)

•[손상] (i) 신체적 장애 혹은 손상(physical disability or impairment), (ii) 신체적 질병(physical 
illness), (iii) 정신질환(psychiatric illness), (iv) 지적, 정신적 장애 혹은 손상(intellectual or 
psychological disability or impairment), (v) 심리학적, 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혹은 이상(any other loss or abnormality of psychological, physiological, or anatomical 
structure or function), (vi) 안내견, 휠체어 혹은 다른 교정수단에 대한 의존(reliance on a guide 
dog, wheelchair, or other remedial means), (vii)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직의 존재(the 
presence in the body of organisms capable of causing illness)

Norway, AAA(장애차별금지법) 법안준비문서

•[손상]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감소된 기능능력(reduced functional ability either 
regarding physical, mental or cognitive abilities)



254

Poland, DPA(장애인법) Article 1, Article 2(10)

•[손상] 권한이 있는 의료기관에 의해 장애가 판정된 사람(someone whose disability has been 
confirmed by a competent medical authority), 인체조직의 영구적, 장기적인 수행 이상으로 인
한(due to a permanent or long-term disturbance of performance of the human organism)

•[활동‧참여] 사회적 기능의 영구적 혹은 일시적 수행 불가능(a permanent or temporary inability 
to carry out social functions), 특히 근로 무능력을 초래하는(in particular, resulting in 
incapacity to work)

Portugal, Law 38/2004(장애인법) Article 2

•[손상]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의 상실 혹은 비정규성으로 인해(because of 
loss or irregularity, whether congenital or acquired, of bodily functions or structures, 
including psychological functions)

•[활동‧참여] 다른 사람과 등등한 활동과 참여를 제약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특정한 어려움을 가
진 사람(one who has specific difficulties that are likely to limit or hinder their activity and 
participation on equal terms with others)

•[상호작용] 환경적 요인과 결합하여(in combination with environmental factors)

Slovak Republic, ZSP(사회보험법) Section 70-72

•[손상] 장기간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long-term unfavourable state of health)

•[활동‧참여] 건강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최소 40% 이상의 근로능력 상실(at least 40% loss of 
the ability to work when compared to a healthy person), 의료적 사정에 의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활동을 수행할 능력의 상실을 야기하는 건강상태(state of health 
causing a loss of ability to perform gainful activities expected, on the basis of medical 
assessment, to last at least one year)

Slovenia, ZPIZ-1(연금장애보험법) Article 60

•[손상] 개인 건강의 손상이 의학적 치료나 재활로 회복될 수 없고, 그러한 손상이 연금장애보험법
에 따라 판정되고(the impairment in the insured individual’s health cannot be reversed by 
medical treatment or medical rehabilitation, such impairments have been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 Act)

•[활동‧참여] 직업의 획득, 유지, 승진에 대한 감소된 능력을 초래하는(result in decreased ability 
to get or to retain a job or be promoted)

Slovenia, ZZRZI(장애인고용법) Article 3

•[손상] 본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status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 Act, 
or according to any other regulation),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불기능이나 질병의 결과가 행정
적 판정에 의해 확인된 사람(a person for whom consequences of a permanent physical or 
mental malfunction or disease have been ascertained by an administrative decision)

•[활동‧참여] 직업의 획득, 유지,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감소된(whose chances of obtaining or 
retaining a job or obtaining promotion are substantially reduced)

Slovenia, ZIMI(장애인평등기회법) Article 3(1)

•[손상]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과 정신발달의 이상을 가진 사람(those who have 
long-term physical, mental or sensory impairments and disturbances in their ment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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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여] 다른 사람과 등등한 기반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which 
may hinder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상호작용]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in interaction with various barriers)

South Korea,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손상]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활동‧참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Spain, Law 13/1982(장애인사회통합법) Article 7

•[손상] 선천적인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한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능력
에서의 손상의 결과로(as a consequence of an impairment, congenital or otherwise, that is 
likely to be permanent, in their physical, mental, or sensory capacities)

•[활동‧참여] 교육, 노동, 사회에서의 통합 능력이 감소된 사람(any person whose capacity for 
integration in education, work, or society is found to be diminished)

Spain,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전) Article 1

•[손상] 손상의 인정 정도가 33% 이상인 사람(those with a recognised degree of impairment 
equal to or greater than 33 per cent)

Spain, Law 51/2003(장애인차별금지법, 2011년 개정 이후) Article 1, RDL 1/2013(장애인권
리법) Article 4

•[손상]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those who have physical, mental, 
intellectual or sensory impairments), 장애의 인정 정도가 33% 이상인 사람(those with a 
recognised degree of disability equal to or greater than 33 per cent)

•[활동‧참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which 
may hinder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상호작용]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in interaction with various barriers)

Sweden, SFS 1999:132(장애고용차별금지법) Section 2, SFS 2008:567(차별법) Section 5

•[손상] 출생시 존재했거나 출생 이후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
한 개인의 기능능력에 대한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제약(permanent physical, mental or 
intellectual limitation of a person’s functional capacity that as a consequence of an injury or 
illness that existed at birth, has arisen since then or can be expected to arise)

United Kingdom, DDA 1995(장애차별법) Section 1, EqA 2010(평등법) Section 6

•[손상]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다면(if he has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활동‧참여] 통상적인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상당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주는(which has 
a substantial and long-term adverse effect on his ability to carry out normal day-to-day 
activities)

United States, ADA(미국장애인법) Section 12102(2), ADAAA(ADA개정법) Section 12102(1)

•[손상] 신체적, 정신적 손상(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활동‧참여] 그러한 개인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일상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that 
substantially limits one or more of the major life activities of such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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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LIS 분석자료의 세부 정보

Dataset 원자료 버전(수정일) 사례수

AU10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and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2015.01.23. 16,239

AT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4.03.13. 2,745

AT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3. 5,464

BE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4.03.13. 2,792

CA00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2014.03.13. 31,931

CA04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2014.03.13. 28,848

CA07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2015.03.05. 26,375

CA10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2015.03.05. 23,689

CZ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2.26. 3,748

CZ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2.26. 9,200

CZ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2.26. 5,937

DK00 Law Model 2014.03.13. 73,963

DK04 Law Model 2014.06.10. 72,690

EE00 Household Budget Survey 2014.03.13. 6,868

EE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3. 4,318

EE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1.10. 5,005

EE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1.10. 4,988

FI00 Income Distribution Survey 2014.03.13. 12,045

FI04 Income Distribution Survey 2014.03.13. 11,235

FI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11.07. 10,408

FI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3. 8,727

FR00 Family Budget Survey 2014.10.10. 10,976

FR05 Family Budget Survey 2014.10.10. 10,471

DE00 German Socio-Economic Panel 2014.03.13. 11,861

DE04 German Socio-Economic Panel 2014.03.13. 10,651

DE07 German Socio-Economic Panel 2013.03.25. 9,026

DE10 German Socio-Economic Panel 2013.07.09. 9,109

GR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4.03.13. 4,432

〈부표 1〉 LIS 분석자료의 원자료, 버전, 사례수(25-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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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원자료 버전(수정일) 사례수

GR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3. 5,939

GR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3.04.19. 6,794

GR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3.04.19. 5,736

HU05 Household Monitor Survey 2014.03.13. 1,658

HU07 Household Monitor Survey 2014.12.19. 1,623

HU09 Household Monitor Survey 2014.12.19. 1,546

IS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5.26. 1,571

IS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5.26. 1,581

IS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5.26. 1,562

IE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4.03.13. 3,146

IE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3. 5,529

IE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3.06.12. 4,137

IE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3.06.12. 4,077

IL01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14.03.19. 7,485

IL05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14.03.13. 7,764

IL07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15.09.21. 7,547

IL10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13.09.20. 7,367

LU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4.03.13. 2,898

LU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3. 4,285

LU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3.05.28. 4,495

LU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3.05.27. 5,995

NL99 Dutch Socio-Economic Panel 2014.03.13. 5,294

NL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3. 5,184

NL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1.10. 5,686

NL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1.10. 5,378

NO00 Income Distribution Survey 2014.05.06. 15,692

NO04 Income Distribution Survey 2014.05.06. 13,914

NO07 Household Income Statistics 2014.05.02. 182,464

NO10 Household Income Statistics 2014.05.02. 184,572

PL99 Household Budget Survey 2014.03.13. 41,839

PL04 Household Budget Survey 2014.03.13. 42,446

PL07 Household Budget Survey 2013.10.09. 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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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원자료 버전(수정일) 사례수

PL10 Household Budget Survey 2013.10.11. 44,547

SK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6.02. 6,775

SK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6.02. 6,947

SK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6.02. 6,599

ES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4.03.31. 6,006

ES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31. 15,387

ES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1. 15,342

ES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03.19. 14,550

SE00 Income Distribution Survey 2014.03.13. 12,609

SE05 Income Distribution Survey 2014.03.13. 9,628

UK99 Family Resources Survey 2014.03.13. 24,199

UK04 Family Resources Survey 2014.03.13. 25,665

UK07 Family Resources Survey 2012.12.07. 22,522

UK10 Family Resources Survey 2014.12.10. 22,458

US00 Current Population Survey, March Supplement 2014.11.18. 95,195

US04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2014.11.18. 89,612

US07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2014.11.18. 86,602

US10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2014.11.18. 84,927

주: ECHP, EU-SILC의 국가별 조사는 명칭이 다를 수 있음. 결측을 고려하지 않은 25~54세 전체 
사례수(총 1,665,73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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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N
고용
(%)

장애
(%)

남성
(%)

연령
(Mean)

유배우
(%)

가구주
(%)

교육수준 
중간(%)

교육수준 
높음(%)

AU10 16,239 77.0 13.5 47.6 37.8 70.4 56.1 35.5 36.6

AT00 2,745 83.1  8.8 49.4 39.4 66.3 44.4 73.3 10.4

AT04 5,464 82.6 18.3 48.6 40.2 70.3 52.7 63.8 20.1

BE00 2,792 84.3 10.7 47.7 39.9 70.6 54.1 32.9 41.5

CA00 30,000 81.5 16.1 49.2 39.7 73.1 54.9 30.1 53.7

CA04 28,848 83.8 19.2 48.6 40.2 70.0 54.5 28.1 59.0

CA07 26,375 84.3 21.1 48.7 40.5 69.1 54.7 27.5 60.8

CA10 23,689 84.1 21.2 48.4 40.7 69.8 54.1 26.1 63.6

CZ04 3,748 80.6 14.9 47.7 39.8 67.8 52.5 78.3 13.7

CZ07 9,200 83.5 11.7 45.8 39.9 65.6 50.0 77.7 15.2

CZ10 5,937 81.1 11.5 42.7 40.1 60.6 50.0 75.5 18.7

DK00 30,000 84.9  5.4 51.1 39.5 55.9 57.5 47.3 26.1

DK04 30,000 82.7  5.6 50.3 39.6 53.7 57.9 46.2 29.8

EE00 6,868 76.8 12.4 46.9 40.5 59.8 50.6 62.0 27.3

EE04 4,318 80.8 29.2 48.1 40.9 59.7 50.5 63.1 25.9

EE07 5,005 83.6 19.4 47.8 40.9 54.2 51.9 65.2 20.0

EE10 4,988 75.5 20.1 49.2 40.5 50.7 49.9 61.2 23.6

FI00 12,045 82.8  5.0 50.4 41.7 68.5 55.0 43.1 36.0

FI04 11,235 81.2  5.4 50.0 41.6 64.2 55.2 45.9 38.2

FI07 10,408 84.4  5.1 49.9 41.4 63.1 55.2 45.7 40.2

FI10 8,727 81.1  4.6 49.7 41.4 61.9 56.1 45.6 43.1

FR00 10,976 81.3  3.5 48.2 40.0 64.6 53.8 43.8 26.9

FR05 10,471 81.5  9.2 47.6 39.8 60.4 56.1 45.6 30.5

DE00 11,861 82.5  5.8 48.7 39.7 68.8 54.8 57.9 28.4

DE04 10,651 82.7  6.2 47.8 40.5 64.1 55.7 56.3 32.0

DE07 9,026 85.2  6.4 47.2 40.8 67.9 57.0 56.4 33.1

DE10 9,109 85.0  7.1 46.3 41.4 64.9 58.4 56.9 32.9

GR00 4,432 72.4  6.9 49.2 39.2 75.5 41.0 33.6 18.9

GR04 5,939 73.0  9.1 48.5 39.7 71.6 44.4 39.1 21.6

GR07 6,794 75.5 14.5 48.7 39.6 67.8 40.4 42.6 26.5

〈부표 2〉 LIS 분석표본의 데이터세트별 개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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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N
고용
(%)

장애
(%)

남성
(%)

연령
(Mean)

유배우
(%)

가구주
(%)

교육수준 
중간(%)

교육수준 
높음(%)

GR10 5,736 65.4  7.3 49.1 40.4 67.4 41.1 44.6 26.4

HU05 1,658 75.5 10.9 45.0 41.2 63.0 48.6 61.6 18.3

HU07 1,623 75.0  8.6 43.2 41.1 60.3 46.1 66.2 19.0

HU09 1,546 70.1  7.2 47.1 40.5 58.0 47.5 62.7 20.6

IS04 1,571 88.2 16.1 50.3 39.0 52.5 61.9 45.8 26.4

IS07 1,581 91.8 10.8 49.8 39.6 50.5 61.0 40.9 32.8

IS10 1,562 84.6 14.2 48.7 40.1 52.0 60.8 42.3 35.5

IE00 3,146 75.6 10.6 48.3 39.9 70.9 45.1 31.7 21.1

IE04 5,529 72.9 16.0 47.3 41.2 65.0 53.2 33.5 30.1

IE07 4,137 71.3 14.7 47.2 41.3 59.5 53.7 34.0 34.8

IE10 4,077 63.1 11.8 46.9 39.7 59.5 54.9 29.0 47.2

IL01 7,485 71.9  3.5 47.7 39.0 77.1 48.5 34.8 41.3

IL05 7,764 72.6  3.6 46.8 38.9 75.0 48.9 36.7 42.0

IL07 7,547 73.9  3.7 46.9 38.8 72.2 47.8 37.2 44.2

IL10 7,367 75.7  3.5 47.5 38.7 71.0 47.2 37.8 47.1

LU00 2,898 79.3  5.2 50.1 37.6 65.8 51.4 43.8 24.2

LU04 4,285 75.9 16.5 49.2 39.2 62.4 51.4 32.4 30.1

LU07 4,495 80.4 15.1 50.1 38.3 63.5 53.1 36.5 30.7

LU10 5,995 80.8 13.9 48.8 39.9 64.7 50.9 42.0 26.7

NL99 5,294 84.1 18.6 46.9 39.7 70.2 53.9 48.9 30.1

NL04 5,184 87.4 23.9 47.9 39.8 61.7 61.2 43.6 35.3

NL07 5,686 87.2 19.6 46.4 40.8 56.9 61.3 44.0 38.6

NL10 5,378 87.4 19.5 46.9 41.0 54.5 62.3 43.6 41.3

NO00 15,692 84.3  5.0 50.9 40.6 63.7 52.8 58.2 29.2

NO04 13,914 83.0  5.2 50.0 40.3 57.3 53.5 58.5 32.4

NO07 30,000 82.8  5.3 51.1 39.8 47.3 59.4 43.2 35.2

NO10 30,000 82.3  5.0 50.2 40.0 45.2 59.2 41.8 38.1

PL99 30,000 74.7 12.1 47.4 40.3 83.1 48.4 73.2  9.5

PL04 30,000 71.2  9.1 48.2 40.3 79.4 46.5 72.7 14.5

PL07 30,000 77.4  8.0 47.9 40.2 76.2 45.7 72.3 16.4

PL10 30,000 77.9  6.9 48.8 39.8 74.3 47.1 68.8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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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N
고용
(%)

장애
(%)

남성
(%)

연령
(Mean)

유배우
(%)

가구주
(%)

교육수준 
중간(%)

교육수준 
높음(%)

SK04 6,775 82.6 18.0 48.5 40.0 74.6 41.5 75.7 18.5

SK07 6,947 86.3 21.5 48.9 39.8 70.6 42.0 75.8 19.5

SK10 6,599 82.9 21.5 48.8 39.9 61.5 37.6 69.5 25.9

ES00 6,006 71.0  7.3 49.4 38.1 68.4 40.0 28.6 19.6

ES04 15,387 72.9 15.5 48.5 39.6 67.7 42.5 23.4 28.3

ES07 15,342 75.2 14.5 48.7 39.9 62.0 42.7 32.2 23.1

ES10 14,550 67.9 12.0 48.5 40.6 62.0 43.7 32.0 23.4

SE00 12,609 89.1  4.5 49.9 40.5 55.0 57.4 57.5 26.4

SE05 9,628 85.3  5.1 49.3 39.9 49.7 56.8 55.2 33.1

UK99 24,199 78.6 20.7 47.8 39.4 62.5 55.7 51.2 19.5

UK04 25,665 79.2 19.6 47.2 39.8 59.9 57.5 52.0 23.5

UK07 22,522 79.2 20.1 47.2 40.0 58.3 57.4 59.3 26.7

UK10 22,458 78.3 22.7 47.2 40.0 56.3 56.9 57.5 28.8

US00 30,000 81.6  6.4 48.0 39.4 68.4 53.6 50.0 38.6

US04 30,000 79.6  6.8 47.5 39.8 67.2 53.7 48.4 40.1

US07 30,000 80.1  5.9 47.2 39.9 65.5 53.6 47.2 41.8

US10 30,000 75.8  6.3 47.9 39.8 63.2 52.9 45.8 42.9

주: 25~54세 중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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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거시지표 세부 정보

국가

장애급여제도 고용할당제도

장애급여의
최소 장애정도

(A)

완전장애급여의 
최소 장애정도

(B)

장애급여의 
장애기준

(A, B의 평균)

장애급여제도의 
근로유인

고용할당제도 도입여부
(0=미도입, 1=도입)

AU 1(07) 2(07) 1.5 1(07) 0

AT 3(00-07) 4(00-07) 3.5 3(00-07) 1 (25인↑, 4%)

BE 2(00) 3(00) 2.5 0(00) 0 (공공부문 한정)

CA 1(00-07) 1(00-07) 1 4(00-07) 0

CZ 4(07) 3(07) 3.5 3(07) 1 (25인↑, 4%)

DK 2.5(00-07) 1(00-07) 1.75 4(00-07) 0

EE 3(12) 0.1 (12) 1.55 5(12) 0

FI 4(07) 4(07) 4 2(07) 0

FR 2(00-07) 1(00-07) 1.5 3(00-07) 1 (20인↑, 6%)

DE 5(00-07) 3(00-07) 4 2.5 (00-07) 1 (20인↑, 5%)

GR 3(07) 2(07) 2.5 2(07) 0

HU 3(07) 2(07) 2.5 2(07) 1 (25인↑, 5%)

IS 3(00) 2(00) 2.5 0(00) 0

IE 1(07) 2(07) 1.5 2(07) 0 (공공부문 한정)

IL 2(09) 2(09) 2 2(09) 0

LU 1(07) 2(07) 1.5 1(07) 1 (25인↑, 약 3%)

NL 4.5(00-07) 2(00-07) 3.25 4.5 (00-07) 0

NO 3(00-07) 1(00-07) 2 0(00-07) 0

PL 3(00-07) 4(00-07) 3.5 3(00-07) 1 (25인↑, 6%)

SK 4(07) 3(07) 3.5 3(07) 1 (20인↑, 3.2%)

ES 4(00-07) 1(00-07) 2.5 2(00-07) 0 (부담금 없음)

SE 5(00-07) 1(00-07) 3 0(00-07) 0

UK 1(00-07) 2(00-07) 1.5 5(00-07) 0

US 0.5(00-07) 1.5 (00-07) 1 4(00-07) 0

주: 장애급여제도에서 괄호 안은 기준연도. OECD(2003, 2010a)에서 측정값이 변하여 평균값을 사용한 
국가는 다음과 같음. 장애급여의 최소 장애정도: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완전장애급여의 최소 장애
정도: 노르웨이, 미국. 장애급여제도의 근로유인: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자료: 장애급여제도는 OECD(2003, 2010a, 2012), Olafsson(2005). 고용할당제도는 MISSOC 데이터베
이스(MISSOC Secretariat, 2014), DOTCOM 데이터베이스(ANED, 2015), OECD(2003, 2010a).

〈부표 3〉 거시지표 세부 정보 1: 장애급여제도, 고용할당제도(시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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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거시경제 충격 조합주의 노동시장 제도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협상 
적용률

임금협상 
조정력

실업급여 
관대성

고용보호 
엄격성

ALMP 
지출수준

조세격차

AU10 -1.5 18.4 45.0 (07) 2 45.5 1.4 0.3 14.6

AT00 1.6 36.6 98.5 4 52.9(보간) 2.1 0.5 35.2

AT04 0.3 34.4 99.0 (02) 4 55.4 2.0 0.6 36.1

BE00 0.6 56.2 96.0 5 62.9(보간) 2.5 0.9 42.6

CA00 1.6 28.2 32.2 1 45.8(보간) 0.9 0.4 23.1

CA04 -1.3 27.8 31.7 1 45.4 0.9 0.3 21.0

CA07 -0.9 27.3 31.5 1 44.0 0.9 0.3 19.7

CA10 -1.7 27.4 31.6 (09) 1 45.6 0.9 0.3 17.7

CZ04 1.6 21.0 35.9 2 50.3 1.7 0.2 28.9

CZ07 3.7 18.3 34.0 2 50.3 2.0 0.3 21.3

CZ10 -0.7 15.5 47.1 2 51.2 2.0 0.3 21.1

DK00 1.2 73.9 83.0 (01) 4 82.4 (보간) 2.0 1.9 30.7

DK04 0.7 70.4 85.0 4 78.0 2.0 1.7 29.1

EE00 4.0 14.9 29.0 (01) 1 38.0 (보간) 2.2 (08) 0.0 32.8

EE04 3.0 10.1 28.0 2 39.1(보간) 2.2 (08) 0.1 31.8

EE07 2.8 7.4 25.0 2 38.1 2.2 (08) 0.1 29.5

EE10 -3.6 7.6 25.0 (09) 1 41.5 2.0 0.2 31.0

FI00 2.1 75.0 86.5 3 67.6(보간) 1.9 0.9 40.3

FI04 1.2 71.5 88.3 5 66.3 1.8 1.0 37.6

FI07 1.8 70.5 88.3 (04) 3 63.1 1.8 0.9 38.2

FI10 -2.7 69.1 89.5 (09) 3 62.1 1.8 1.0 37.1

FR00 0.4 8.0 92.0 (01) 2 60.7 (보간) 3.1 1.2 41.3

FR05 0.5 7.7 92.0 (04) 2 58.1 3.2 0.9 42.2

DE00 -0.2 24.6 68.9 3 65.1(보간) 2.5 1.2 35.3

DE04 -1.6 22.2 65.8 4 59.7 2.0 1.1 35.0

DE07 1.0 19.9 64.1 4 57.2 2.0 0.8 35.5

DE10 -0.8 18.6 61.1 4 55.6 2.0 0.9 32.6

GR00 1.3 26.5 65.0 (02) 2 28.0 (보간) 3.8 0.2 40.7

GR04 0.7 24.5 65.0 (02) 2 25.5 2.8 0.2 42.6

GR07 -0.2 24.5 65.0 (05) 2 27.2 2.8 0.2 42.4

〈부표 4〉 거시지표 세부 정보 2: 거시경제 충격, 조합주의, 노동시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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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거시경제 충격 조합주의 노동시장 제도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협상 
적용률

임금협상 
조정력

실업급여 
관대성

고용보호 
엄격성

ALMP 
지출수준

조세격차

GR10 -3.7 22.5 65.0 (08) 5 21.8 2.8 0.2 40.4

HU05 3.0 17.5 32.5 2 41.3 1.8 0.3 40.6

HU07 1.3 15.0 36.8 2 45.6 1.8 0.4 44.0

HU09 -2.1 12.8 33.5 2 46.7 1.8 0.5 43.2

IS04 2.4 99.1 (00) 88.7 (02) 4.5 62.5 1.4 (08) 0.1 18.6

IS07 -0.1 87.1 (06) 88.0 (08) 4.5 56.2 1.4 (08) 0.0 19.1

IS10 -3.2 84.4 (07) 88.0 (08) 4.5 65.2 1.4 0.1 19.2

IE00 2.3 38.0 44.4 4 64.2(보간) 1.0 0.8 15.5

IE04 -1.9 35.5 41.9 (05) 4 66.1 1.2 0.7 6.6

IE07 -1.4 31.5 41.9 (05) 4 74.2 1.3 0.6 4.0

IE10 -2.2 32.7 42.2 3 76.4 1.3 0.9 4.7

IL01 0.5 40.8 56.1 (00) 2 33.6 (보간) 1.4 (08) 0.2 27.0

IL05 1.2 34.0 56.0 (06) 2 36.6 (보간) 1.4 (08) 0.2 22.9

IL07 1.2 32.8 56.0 (06) 2 38.1 (보간) 1.4 (08) 0.2 21.9

IL10 -0.6 32.8 56.0 (06) 2 41.1 1.4 0.1 17.5

LU00 2.4 42.5 60.0 2 61.7(보간) 3.2 (08) 0.2 13.5

LU04 0.1 42.3 58.0 (03) 2 62.4 3.2 (08) 0.5 10.2

LU07 0.8 38.7 58.0 (08) 2 63.1 3.2 (08) 0.5 12.7

LU10 -4.5 35.1 58.0 (08) 2 64.1 3.2 0.6 11.6

NL99 1.2 24.7 84.7 (00) 3 69.1 (보간) 1.9 1.5 30.0 (00)

NL04 0.3 20.8 84.7 (05) 4 67.2 1.9 1.4 29.6

NL07 1.1 19.3 85.0 (08) 3 68.8 1.9 1.1 29.6

NL10 -0.8 18.6 84.3 4 68.3 1.9 1.2 30.8

NO00 0.2 54.4 72.0 (99) 5 79.6 (보간) 2.7 0.6 28.4

NO04 0.2 55.0 73.0 (05) 4 74.6 2.6 0.8 29.9

NO07 -1.4 53.0 74.0 (08) 4 73.6 2.7 0.6 30.5

NO10 -2.7 53.7 74.0 (08) 4 60.6 2.7 0.6 30.7

PL99 4.2 20.5 42.0 (01) 1 53.5 (보간) 1.7 0.4 33.3 (00)

PL04 3.0 19.0 38.0 (05) 1 48.6 2.1 0.3 36.8

PL07 1.9 15.6 35.0 1 45.1 2.1 0.5 32.4

PL10 0.6 14.6 28.9 1 42.3 2.1 0.7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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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거시경제 충격 조합주의 노동시장 제도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협상 
적용률

임금협상 
조정력

실업급여 
관대성

고용보호 
엄격성

ALMP 
지출수준

조세격차

SK04 3.5 23.6 40.0 1 40.7 1.6 0.2 27.1

SK07 5.5 18.8 40.0 2 40.1 1.6 0.2 23.9

SK10 0.3 16.9 35.0 (11) 2 39.2 2.1 0.3 22.9

ES00 -0.9 16.6 83.4 3 50.8(보간) 3.0 0.8 32.3

ES04 -0.9 15.6 77.4 4 50.2 3.0 0.7 33.0

ES07 -0.7 15.7 77.3 4 50.6 2.9 0.8 32.9

ES10 -0.7 17.6 73.2 4 50.3 2.9 0.9 34.0

SE00 2.0 79.1 94.0 4 70.2(보간) 2.0 1.7 44.3

SE05 2.1 76.5 94.0 4 66.9 2.0 1.2 42.6

UK99 1.0 30.1 36.1 1 52.9(보간) 0.9 0.2 27.9 (00)

UK04 1.1 28.9 34.7 1 51.7 1.0 0.4 27.8

UK07 1.1 27.9 34.6 1 50.9 1.0 0.3 28.4

UK10 -1.9 26.4 30.8 1 49.3 1.0 0.4 26.5

US00 2.1 12.9 14.9 1 24.6(보간) 0.6 0.1 20.6

US04 1.2 12.0 13.8 1 27.4 0.6 0.1 17.3

US07 0.5 11.6 13.3 1 26.8 0.6 0.1 18.5

US10 0.1 11.4 13.1 1 38.4 0.6 0.1 18.3

주: 괄호 안은 결측자료의 대체연도 혹은 대체방법. ‘보간’은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의미함
자료: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은 Penn World Table 8.1(Feenstra et al., 2015), 노동조합 조직률, 고용보호 

엄격성은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OECD, 2014), 임금협상 적용률과 
조정력은 ICTWSS 4.0(Visser, 2013). 아이슬란드의 노동조합 조정력은 ICTWSS 4.0에서 누락되어 
Olafsdottir(2010: 15)의 측정에 근거함. 실업급여 관대성은 OECD Benefits and Wages Statistics 
(OECD, 2015), ALMP 지출수준은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OECD, 2013), 조
세격차는 OECD Tax Statistics(OEC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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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

Oh Ukch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s the employment impact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in OECD countries. Most prior studies on the labor market effects of these 

laws have not found evidence of a positive employment effect; indeed, 

unanticipated negative effects have sometimes been found. However, these 

analyses have been limited to a single country, particularly the US and UK in the 

1990s. Thus, they could not capture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se laws, 

and could not identify the reasons for their result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especially in the 2000s, in the 

expectation of enhancing the labor marke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espite an international framework and model, these domestic laws have a wide 

range of forms and contents. Therefore, the study focuses on the varieties of 

these law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rticularly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which are considered critical 

factors regarding the effects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is carried out in two stages and answers four research 

questions.

   The first stage of the research is a comparative law study on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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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iscrimination laws in 34 OECD countrie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How are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se laws include their enactment,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The enactment of that law here 

relates to whether the law applies comprehensively to employment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or does not.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s evaluated for its 

personal scope, while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is evaluated in terms of 

the level of such duties. These analyses are based on legal materials, i.e., legal 

texts, legal cases, preparatory works, and explanatory memorandum.

   The second stage evaluates the employment effect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empirically by using multilevel modeling.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1) “What is the overall employment effect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2) “Doe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se laws vary 

based on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3) “Doe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se laws vary based on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These empirical 

analyses utilized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atabase, which contains 

cross-national and historical micro-level datasets. The analyses were confined to 

977,727 working-age adults from 78 datasets of 24 OECD countries for 

2000-2010.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law study show that of the 34 OECD countries 

31 countries have enacted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by 2015, but 

excluding Iceland, Switzerland and Turkey. Starting originally in 1985 Canada, 

these laws spread gradually to Anglo-American countries during the 1990s, and 

in the 2000s spread rapidly throughout the European, Latin-American and Asian 

countries. Anti-discrimination or civil rights legislation is no longer just the 

‘American way’, but rather a universal worldwide policy measure used to 

promote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ose with disabilities. Empirical analyses 

using multilevel models reveal that during 2000-2010 the introduction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reduced the employment gap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by 3.5 percentage points. This overall employment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robust to different centering options.

   The broadness of the definitions of disability was evaluated using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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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drawn from relevant theories and studies. Specifically,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regarded as broad wherein the definition a) does not include 

limitation of activity or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in social life; b) is not based 

on a certain severity of impairments or limitations; c) does not require any 

lasting condition; and d) covers not only present disabilities but also past, future, 

and assumed disabilities and their associates. Analysis shows that definitions in 

Australia, Finland, Ireland and Norway satisfy all four conditions and represent 

the broadest concept, whereas the definitions in Estonia, Greece, Japan, 

Luxembourg, and Poland do not meet any conditions at all. The employment 

effects were estimated using multilevel models based on individual indicators and 

a composite index for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broad definitions of disabil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reas the narrow definitions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This unexpected result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disability measures in LIS 

are too narrow to be able to evaluate the broadness of the disability concept for 

the laws.

   The level of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was also measured by 

five indicators drawn from the relevant theories. A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is regarded as having a high level of duty when a) an unjustified failure or 

refusal to make a reasonable accommodation is regarded as a form of 

discrimination; b) the law does not make use of a more limited definition of 

disability regar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c) the law provides a inclusive 

definit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or illustrative examples, but not 

exhaustive examples; d) the concept of ‘reasonableness’ contains the meaning of 

‘effectiveness’ of the accommodation; and e) the law provides that the 

availability of public fund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whether making an accommodation would amount to a disproportionate burden.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Australia, Austria, Belgium, the Czech Republic, 

Denmark, Greece, the Netherlands, Norway, Slovakia,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meet all standards, while the laws of Hungary, New Zealand, and 

South Korea provided a very low level of duty. Empirical analyses using 

multilevel models confirmed the hypothesis that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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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high level of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have a positive 

employment effect, whereas laws with a low level of duty are not effective. 

These results were identified for both individual indicators and a composite index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Contrary to the previous evidence found in a single country, this study found 

overall positive employment effect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in OECD 

countries for 2000-2010. Further, the study explores the employment impact of 

these laws by focusing on two internal aspects of them, namely,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Although the influence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was not identified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was proven to be a critical factor for determin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se law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need to be explored in more detail, especially 

for their various inter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both theory and policy are discussed.

Keywords: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definition of disability,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comparative law, multilev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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