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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남녀평등법」 제정 목적 및 배경
◦ 1995년 제정된 「남녀평등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남녀평등법」은 헌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됨
◦ 2020년 7월에 시행된 개정 「남녀평등법」은 기업에게 임금분포 분석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 1996년 7월 1일부터 「남녀평등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임금 격차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임

□ 「남녀평등법」상 임금분포공시제의 주요 내용
◦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임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58호
2020년 9월 16일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 △ (공시대상)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사용자, △ (공개방식)
분석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공표, △ (공시주기)
매 4년마다 실시, △ (공시항목) Logib라는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동일임금분석 결과

□ 우리나라도 임금분포공시제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임

스위스의 현행 「남녀평등법」 전문은 아래 연방의회의 법령검색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Gender Equality Act, GEA) of 24 March 1995 (Status as of
1 July 2020)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50082/index.html#)

1. 스위스의 「남녀평등법」 제정 목적 및 개정 사유
(1) 제정 목적 및 배경
□ 1995년 3월 24일 제정된 「남녀평등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1)
○

「남녀평등법(Gender Equality Act)」 제3조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직·간접적
으로 성(性), 혼인여부, 가족상황, 여성근로자인 경우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제1항)

○

차별금지는 채용, 직무할당, 근로조건 설정, 급여,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승진과 해고에
적용됨(제2항)

○

진정한 평등(true equ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음(제3항)

□ 「남녀평등법」은 헌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됨2)
○

「헌법(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 제8조제3항은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특히 가정, 교육 및 노동에서 법률과 관행에 따라 평등함을 보장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동 조항은 남녀는 동등한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개정 경과 및 사유
□ 최근 「남녀평등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하도록 법률로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
○

「남녀평등법」은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3)

○

2018년에 개정된 「남녀평등법」은 1996년 7월부터 「남녀평등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
관적 근거 없이 남녀임금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임4)

○

임금분포공시제의 운영방식을 「남녀평등법」 제4a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남녀평등법」 제4a장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32년
6월 30일 까지(12년) 효력이 있음

1) The federal Council, 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 of 24 March 1995(199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Status of 1 January
2020)(최종 검색일: 2020.8.20.),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50082/index.html>.
2) The federal Council,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of 18 April 1999(Status of 1 January 2020)(최종
검색일: 2020.8.20.),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95395/index.html>.
3) 1996년 7월 1일 시행된 「남녀평등법」은 5차례의 개정된 상태로 그 시행일은 2005.3.1./ 2007.1.1./ 2011.1.1./ 2017.1.1./2020.7.1.
4) Laura Widmer & Fanny Sutter, Wage Equality Analysis Requirements under the revised Swiss Gender Equality Act, Mar.
6, 2020(최종 검색일: 2020.8.21.), <https://www.mondaq.com/employee-benefits-compensation/900996/wage-equalityanalysis-requirements-under-the-revised-swiss-gender-equalit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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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평등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1) 「남녀평등법」의 체계
□ 본 법은 총 7장(章) 제18조로 구성됨
○

제1장은 목적(제1조), 제2장은 직장 내 평등(제2조∼제7조), 제3장은 의무규정에 따른 고용관계의
특별규정(제8조∼제12조), 제4장은 공공부문에서 고용관계의 법적보호(제13조), 제4a장은 동일
임금과 감사(제13a조∼제13i조), 제5장은 재정 지원(제14조∼제15조), 제6장은 연방젠더평등처
(Federal Office of Gender Equality)(제16조), 제7장은 최종규정(제17조∼제18조)을 규정하
고 있음
[표 1] 「남녀평등법」의 체계

장(章)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제1조

목적

제2조

원칙

제3조

차별금지

제4조

성희롱을 통한 차별

제5조

근로자의 권리

제6조

완화된 입증책임

제7조

(노동)조직(단체)의 소와 이의제기

제8조

고용차별에 대한 절차

제9조

차별적 해고에 대한 절차

제10조

해고보호

제11조∼제12조

폐지됨

제13조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관계의 법적보호

제13a조

동일임금분석 시행의무

제13b조

동일임금분석 시행의무의 예외

제13c조

동일임금분석 방법

제13d조

동일임금분석 감사

제13e조

공인된 감사업체의 감사

제13f조

(노동)조직(단체) 또는 근로자 대표에 의한 감사

제13g조

근로자들에게 정보제공

제13h조

주주에게 정보제공

제13i조

공공부문에서 결과 공표

제5장
재정 지원

제14조

남녀평등 프로그램 시행

제15조

상담센터

제6장

제16조

연방젠더평등처

제17조

경과규정

제17a조∼제17b조

2018년 12월 14일 증보 관련 경과규정과 효과성 평가

제18조

선택적 국민투표와 시행시기

제2장
직장 내 평등

제3장
의무규정에 따른
고용관계의 특별규정
제4장

제4a장
동일임금과 감사

제7장
최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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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평등법」」상 임금분포공시제의 주요 내용
□ 「남녀평등법」상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임
○

「남녀평등법」 제4a장은 임금분포공시제의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및 시행시점, 공시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
○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사용자(제13a조)
- 사용자는 당해 연도의 남녀임금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동일임금분석(equal pay analysis)’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파트타임과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나 견습생은 제외됨

○

적용예외(제13b조)
- 공공조달계약의 절차로서 동일임금준수 여부를 검증받은 사용자5), 국가보조금 신청에 따라 검증
대상이 된 사용자, 이미 검증 사실을 입증한 사용자

□ 공개방식
○

민간부문 사용자는 동일임금분석 결과를 감사받은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제13조g)
- 한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연차결산보고서의 주석에 동일임금분석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제13조h)

○

공공부문 사용자는 동일임금분석과 감사 결과를 각각 공표하여야 함(제13조i)

□ 공시주기
○

사용자는 동일임금분석을 매 4년마다 실시해야 함(제13a조제3항)
- 단, 분석결과가 동일임금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이후 사용자의 분석의무는 면제됨

○

개정 「남녀평등법」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일임금분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해야 함6)

□ 공시항목
○

사용자는 Logib라는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동일임금분석 결과를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함
- Logib 프로그램은 「남녀평등법」 제13c조제2항에 따라 연방젠더평등처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엑셀(Excel)을 기반으로 한 분석도구임

5) 「연방공공조달법(Federal Act on Public Procurement 1994)」 제8조제1항c는 조달계약당국이 임금에 관한 남녀평등대우를 보증한 입찰자
(기업 등)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Article 10 of the Ordonnance sur la vérification de l’analyse de l’égalité des salaires(최종 검색일: 2020.8.24.), <https://www.admin.
ch/opc/fr/official-compilation/2019/2819.pdf>(첫 번째 동일임금분석에 대한 감사는 2022년 6월 말까지 완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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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ib 프로그램에 근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남녀임금차별 회귀계수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
○

Logib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정보는 개별 근로자의 정보(성, 연령, 근속년수, 훈련정도), 직업정보
(직무, 숙련도, 직위), 임금[월급근로자 수, 시간급근로자 수, 기본급, 수당, 13개월째 급여(13th
monthly wage), 특별급여] 및 근로시간(주간 근로시간) 정보 등임7)
- 동일임금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스위스의 소득 구조 조사를 위해 기업이 매 2년마다 통계청에
제출하는 정보임8)

□ 제재규정
○

「남녀평등법」에서는 사용자가 동일임금분석 의무를 위반하거나 남녀임금격차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4년 후 동일임금분석을 다시 수행할 의무가 발생함

(3) Logib 프로그램을 통한 동일임금분석의 단계별 절차
□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동일임금분석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음9)
○

(1단계) 엑셀 시트에 개별 근로자의 정보 입력, (2단계) 입력 정보 읽기 실행, (3단계) 추가정보 입력
(산정하려는 월과 년, 풀타임의 주간 근로시간 수, 남녀구분, 출생년도, 근속기간 날짜 등), (4단계)
입력정보 확인, (5단계) 직무코드 확인, (6단계) 회사정보, (7단계) 분석실행
- 분석실행이 완료된 후, 사용자는 요약과 상세정보 등 동일임금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 동일임금분석의 단계별 절차
단계별
1단계

주요 내용
∙
∙
∙
∙
∙

개별 근로자의 식별번호
개별 근로자의 정보: 연령, 성, 근속기간, 훈련
직업정보: 직무, 숙련도, 직위
임금과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13개월째 급여, 특별급여/월급 근로자수, 시간급 근로자수, 주간 근로시간
견습생과 같은 특별 고용계약의 근로자 수

2단계

∙ 입력정보 읽기 실행

3단계

∙ 산정하려는 월과 년, 풀타임의 주간 근로시간 수, 남녀구분, 출생년도, 근속기간 날짜

4단계

∙ 입력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함

5단계

∙ 입력정보와 관련된 직무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함

6단계

∙ 회사에 대한 정보 입력

7단계

∙ 결과실행

분석결과

∙ 분석정보: 회사명과 근로자의 성명, 산정한 월, 남녀 근로자의 수 등
∙ 임금격차 비율과 수준: 3가지 범주(녹색, 황색, 적색)로 나뉨. 녹색은 남녀임금격차 없음, 황색은
남녀임금격차 발생 여지 있음, 적색은 남녀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분석결과의 설명, 권장사항을 나열, 추가 정보를 제시함

7)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Standard Analysis Tool (Logib), Guideline(Version 2020.3), July 2020, p.9.
8)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위의 글, p.8.
9)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위의 글, p.1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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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 현황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임10)
□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
9월 현재까지 개별기업의 임금분포공시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7월,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2018년까지 시행하겠다
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019년부터는 이를 ‘(가칭) 임금분포공시제’로 전환하여 검토 중에 있음

○

2020년 2월 12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의 2020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를 추진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적용 사업장 전체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함11)
- 2020년 2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으나,12) 개별기업의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분
포공시제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음

(2) 우리나라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일임금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하는 방식임
○

2018년 기준, 스위스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15.1%로 OECD 국가 평균(13%)보다 상위 수준임13)

○

이러한 남녀 임금격차로 인해 스위스는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사용
자가 남녀임금격차를 파악하도록 자발적인 동일임금분석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용자가 동일임금분석 실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남녀임금격차가 발생한 경우, 제재나 벌칙
규정은 없음

□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임
○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남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자율성 침해, 노사갈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
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10) OECD Data, Gender wage gap(최종 검색일: 2020.8.24.),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OECD의 남녀임금격차는 남녀 중위소득의 차이를 나타냄).
11) 여성가족부,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 심의(최종 검색일: 2020.8.24.),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140>.
12)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한다」 보도자료, 2020.2.19.
13) OECD Data, Gender wage gap(최종 검색일: 2020.8.24.),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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