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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1. 배경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주민의 알권리문제는 화학물질로 인한 현장노동자 건강상의 문제

뿐아니라 화학물질사고로 의한 노동자와 주민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선결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활환경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로서

의 알권리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 산업단지 주변,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서의 알권리 보장사

업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 취지와 목표

- 사고예방과 대응체계의 핵심인 알권리 문제를 2015년 핵심 화두로 공론화한다.

- 대표적 3개 활동분야를 평가하는 자리를 통해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3. 세부 프로그램

▶ 발제1(20분) 현장노동자 알권리 - 발암물질진단사업 및 현장 알권리사업 등(라현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안국장)  

▶ 발제2(20분) 산단주민 알권리 - 지역사회알권리투쟁 평가와 과제 및 청구소송, 위험지도보급 

등(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제3(20분) 생활 속 소비자 알권리 -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투쟁 평가와 과제 및 

PVC없는 학교만들기, 안심마트만들기 등(박수미 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휴식시간(10분) 

▶ 토론(30분) - 발제단위 토론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김신범)  

▶ 자유토론(20분)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대한민국

현장(공장),� 지역(마을),� 가정(집)에서의�알권리� 3대�운동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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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알권리문제는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

화학물질 알권리는 현장노동자와 주요산단 지역주민, 그리고 생활 속 소비자들까지 3개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함.

하여 기간 각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현장 발암물질진단 사업, 지역사회알권리 사업,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사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음.

2. 주요 토론내용

1) 금속노조 발암물질진단사업

현대자동차 진행한 발암물질이력조사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에서 더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함. 금속노조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을 공유.

화학섬유연맹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을 4년차 진행하면서 연맹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도 매진할 계획.

2) 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알권리사업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지역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이번 세션을 계기로 알권리 3대 운동이 기획되고 2015년 핵심 화두로 공론화되길 바람.

3) 발암물질국민행동 PVC없는학교만들기, 안심마트만들기 사업

국민행동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만한 것들인데 많이 알려지지 못한 점에 대한 대책 질의

와 이에 대한 선전홍보방안 마련이 제기됨. 

2015년은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한 성분사용과 표시제 관철에 집중하기로 함.

 

4) 미국 알권리법과 조례 사례

미국의 경우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각 주단위의 조례가 제정되어 알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

었음. 이 와중에 인도보팔사고가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알권리법인 연방법이 제정됨.

우리의 경우도 법은 발의된 상황이지만 2015년 지역차원의 조례제정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새

롭게 시행되는 화관법에 맞춰 정보공개청구와 감시활동을 조직해나가는 것 중요함.

3. 평가 

전체세션에 대한 시간조정이 어려워 충분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참여인원은 100여명이 달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지역참가자들의 경우 포럼 이후 사업추진 

문의가 이어지고 있음.

전체세션의 경우 참가들의 당일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단포퍼먼스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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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면 함. 후속사업에 대한 3개 단체 논의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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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널려있는 발암물질! 알아야 산다!

일하는 작업장이라면 어디든 유해물질은 존재한다. 유해물질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은 일하는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다. 예를 들면 신

너 또는 페인트 등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부터 신경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의 다

양한 독성이 들어있는데 대부분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며 영

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

로 그 유해물질을 매일 만지고 취급하는 현장의 노동자일 것이다. 노동자들 대다수는 다양한 유

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유해성을 가진 것인지를 알아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직업병 발생시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기본 자료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5천여 종이고 해마다 약 500여종의 

화학물질이 추가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화

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약 10% 정도밖에 그것도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공개되어 있다. 

결국 대다수의 유해한 물질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1. 금속노조 발암물질 조사사업의 시작과 결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소속 사업장의 발암물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리하여 조합원들을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87개 사

업장의 발암물질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만 2천여 종의 제품 MSDS를 수거하여 분석했다. 또한 

각 제품을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잔류성, 농축성, 환경호르몬 등 독성별로 분류

하여 정리했다. 

현장노동자 알권리

발암물질진단사업 및 현장 알권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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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중독 현장” 

그 결과 사업장은 지나치게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발암물질이나 환경독성물질들이 남용되어 사용 중이었다. 발암물질의 실태를 밝히

고 줄여나가는 사회적 운동, 규제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했고 외국의 사례 중에 볼보자동차가 블

랙/그레이/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발암물질 사용억제에 나서고 있는 좋은 예를 참

고로 하여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억제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2) “알권리와 피할 권리”가 없는 현장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은 무엇이 발암물질인지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노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발암물질이 있더라도 비 발암물질 사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발암물질목록을 제정하고, 캐나다의 예처럼 발암물질사용 시 “우선대체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

법에 넣는다면 알권리와 회피권이 충족될 것이다.

3) “은폐된 위험”의 현장

영업비밀이 남발되고 있어 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확인조차 할 수 없으며, MSDS에 벤젠함량을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없어 벤젠이 심각하게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사용 중

인 상황이었다. 유럽에서는 벤젠문제 때문에 벤젠함량이 0.1%를 초과하는지 사업주가 밝히도록 

하였으며 밝히지 않을 경우 제품 자체를 발암물질로 간주하고 있다. 

4) “개인과 가족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장

수많은 직업성 암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모두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되어왔다. 

직업성 암 발생이 가능한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직업성 암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 더 

많은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운동’의 전개가 필요했다.

2. 발암물질 진단사업 이후 금속노조 발암물질 사업 진행

1)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 적극 전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에서는 앞으로 완성차 조합원 뿐 아니라 모든 부품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2011년부터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들과 함께 부품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암물질 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건강

한 자동차 만들기 추진단’이 발족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2011년도부터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에 함께 하면서 발암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인식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연대활동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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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운동 적극 전개

드러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업성 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재인정을 지원하는 적극

적 역할 수행하기 위해 2011년도 4월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으로 집단산재신청을 시작하여 

2013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47명 신청, 23명 승인(15%), 69명(46%) 불승인의 결과를 얻

었다. 또한 이로 인해 정부의 직업성암 인정기준의 개선을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

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1년에 약 2000명 정도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승인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

는 20명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

킴이 – 반올림>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노동자들의 희귀성 난치병 산재인정투쟁도 함께 연대하여 

전개했다.

3) 생산자체를 바꿔 발암물질을 저감하는 운동 전개

2012년도부터 진행된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협약> 및 <도료 및 희석제 유해물질 가

이드라인 협약>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산으로부터 유해물질 저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협약>

금속가공유 취급사업은 캐나다 등에서는 해당물질 취급 작업공정에서 식도암과 후두암이 발생할 경우 직업

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발암물질 유발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속가공작업장의 경우 

암, 피부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이 문제가 되며 이중에서 피부질환은 국내에서도 조사된 바 있고 최금 금속가

공유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후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협약의 경우, 2012년 6월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간

담회를 시작으로 2012년 7월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협약식]을 8개 업체와 체결, 2014년까지 총 

20개 업체가 협약업체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4년도에 가이드라인 개정협약을 진행하고 9월에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저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사회 최초로 제조업체와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한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협약>의 

결과로 첫째, 해외에서 금지된 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어 금속가공유에 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이후 수출품에도 적용됨으로써 해외 규제와의 시차를 좁히게 되었다. 둘째, 정부규제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

적으로 유해물질 저감에 금속가공유 제조기업과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나섬으로써 독성물질의 저감 노력을 

사회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를 통해 금속가공유 제조기업이 저가경쟁

으로 유해물질 사용이 조장되는 분위기를 없애나가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유해물질 부담을 줄이

게 되었다.

실제로 금속가공유 유해물질가이드라인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염화파라핀, 노닐페놀의 사용을 저감시키는 효

과가 확인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고독성물질을 쓰지 않고도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으로 유해물

질이 저감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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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교섭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 2년에 1회 실시 

금속산별협약 제26조 (발암물질 및 예방)에 따라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

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실태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발암물질 

교육을 연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타타대우상용차 “톡시프리” 노사합동 선언, 경주지부 9개 사업장 발암물질조사사업 공동진행 등

을 통해 금속노조 사업장내 발암물질 조사사업 후속 작업 및 대체물질 확대와 제품 구입시 제품 

독성이 사전 파악되고, 안전한 제품을 우선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발암물질 조사결과를 반영한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사업 추진, 안전보건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고위험물질 중에서 해외에서 금지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추방운동 전

개하며 대체물질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자 했다.

5) 발암물질 없는 지역 만들기 사업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산단 노동자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산단 및 지역만들기 사업

을 진행하였다.

 

① 발암물질 없는 울산만들기

- 금속노조와 울산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울산북구청이 만나 매곡산업단지 사업주협의회에서 울

산 북구청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척제 등의 성분을 분

석하여 벤젠 등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고, 안심산단을 만들기 위한 유독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매곡산단 화학물질 공급망 관리 방안, 세척제, 절삭유 도매상 간담회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매곡산단 발암물질 조사결과에 따른 토론회를 2014년 9월 진행했다.

- 기본적으로 안심산단 만들기 사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단

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북구청의 협조 없이는 사업주협의회를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단체장이 교체된 후 이후 진행과정에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 도료 및 희석제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협약>

2012년도부터 진행되어온 도료 및 희석제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협약은 꾸준히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가 4

차례 진행되었으나 협약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금속노조에서 제안하는 도료 및 희석제의 유해물질 가이

드라인이 과도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체와 금속노조의 결정과 판단만이 남았

다. 업체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약간의 시각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한국사회에서도 계

속적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노동조합과 제조업체간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후 

우리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을 넘어 모든 금속노동자와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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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암물질 없는 군산만들기 

- 2013년부터 유해화학물로부터 안전한 학교, 직장, 가정을 만들어보고자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

들이 PVC없는 학교만들기, 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 활동을 해 왔고 그 결실로 ‘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 시민행동’을 2014년 5월 창립했다. ‘안심물품구매지역상권만들기, PVC없는 학교만들

기, 안전한산업단지만들기, 농약노출피해조사활동, 화학물질알권리운동’을 펼치려고 했으나 주체가 

잘 서지 못하면서 사업의 진척이 어려웠다. PVC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환경보건 강사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금속노조의 발암물질사업의 성과로 각종 제도개선(발암물질 목록 확대, 발암물질 분류체

계와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개선, 직업성암 인정기준 제도개선 등)과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사업 및 발암물질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노동자 및 시민사회,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

장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3. 현장에서의 알권리를 위한 노력

1) 현대자동차지부 발암물질 사용이력 조사사업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지부에서는 현장의 발암물질 사용이력 조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해오

던 방식의 조사사업이 아닌 또 다른 각도로 접근하여 조합원들의 암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직업성암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받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에 대해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직업성암은 일할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세월이 흘러 10~20년이 흐른 뒤 나타나게 되는데 

과거의 자료들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현대자동

차 발암물질 사용이력 조사사업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항에 대한 부분과 유해물

질 노출경력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자동차산업의 발암물질을 추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의 

자료를 어렵게 추적하여 파악된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한 직업성암 목록이 완성차는 물론 부품사, 

정비소까지 즉 전체 자동차산업으로 확장되어 보충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

다.

2)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알권리 운동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의 죽음을 계기로 2007년 만들어져, 삼성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

면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공식적인 산재로 인정받아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무를 다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공정에서 젊은 노동자들은 직업병으로 쓰러져 가고 반올림으로 160여명의 

직업병 피해제보가 들어왔고 그 중 70여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죽어갔음에도 반도체 공정은 바뀌지 않고 있고 여전히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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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험성을 기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이다. 기업은 ‘영

업비밀’을 우선하며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작업환

경과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없애버리고, 심지어 유해성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마구 

사용한다. 결국 작업환경에 대한 알권리가 있어야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해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받는다. 

<반올림>은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알권리 운동을 2014년도 제안 하면서 

노동자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보장하도록 법을 만들자는 여론을 형성하

여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활동

을 활발히 벌여내고 있다.

4. 금속노조 발암물질 사업과 현장에서의 알권리

지금까지 진행된 금속노조의 발암물질 사업은 첫째,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안전보건투쟁의 일상활

동에 중심이 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의제로서 발암물질이 현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노출되고 

공장주변의 지역에 배출되어 유해물질 및 생산된 상품으로 사회에 이전되는 것을 막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셋째, 지역의 공동사업을 통해 공단과 지역의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넷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전략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유해물질을 감소시켜 냈다. 

암을 포함하여 각종 직업병에 걸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때 그물질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알

았더라면 조심했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사용자, 노동자, 소

비자 모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성과 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용자

는 전달받은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험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

비자가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독성이 있는 물질의 종류와 함량 등에 대해 정보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현장에서 사용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뿐 아니라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어떤 독성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정보를 계속적으로 요청하도록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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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재개정 협약내용 (2014년)

연번 물질군 물질명 카스번호 기준 적용일

1 염화파라핀

염화파라핀(짧은사슬) 85535-84-8  사용금지 2012. 7. 17. 

염화파라핀 61788-76-9 포밍유에 한하여 최소량 

사용을 허용하되 

염화파라핀 함유제품 

표기. 

특정용도1)포밍유는 

예외적으로 60%이상 

함유 인정하되 

염화파라핀고함유제품 

표기 및 함량명시.

2014.11.16. 

염화파라핀(중간사슬) 85535-85-9

염화파라핀(왁스) 63449-39-8

2 보린산

보린산 10043-35-3
5.5% 이하 최소 사용 

허용
2013. 1. 14. 보락스 1303-96-4

보린산(나트륨염) 13840-56-7

3 알킬페놀

노닐페놀 25154-52-3

사용금지 2013. 1. 14. 

4-노닐페놀 104-40-5

옥틸페놀 27193-28-8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9016-45-9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 9063-89-2

기타 알킬페놀류 별첨 *

4 에탄올아민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사용금지

대체가능할 

때까지 유보

디에탄올아민 111-42-2 사용금지 2013. 1. 14. 

5 윤활기유

고도정제기유 사용 또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

AHs) DMSO 3% 미만 

2013. 1. 14. 

6 방부제2)

포름알데히드방출형3)

4719-04-4,

3586-55-8,

66204-44-2,

25254-50-6,

5395-50-6,

14548-60-8,

6440-58-0

가급적 사용하지 않되 

0.05%까지 허용

2014. 11. 16
Phenol, 4-chloro-3-methyl- (meta) 59-50-7 사용금지

Phenol, 4-chloro-2-methyl- (ortho-) 1570-64-5 사용금지

Methylisotiazolinone 2682-20-4 사용금지

Chlormethylisotiazolinone 26172-55-4 0.0015%

KathonCG 55965-84-9 0.0015%

2-Octyl-2H-isothiazol-3-one (OIT) 26530-20-1 0.05%

4,5-Diklor-2-n-oktyl-4-isothiazolin-3. 64359-81-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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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알킬페놀류 : 140-66-9, 84852-15-3, 26264-02-8, 27177-08-8, 26571-11-9, 27177-05-5, 65455-72-3, 

39464-64-7, 27176-93-8, 7311-27-5, 9036-19-5, 51609-41-7, 51811-79-1, 9014-90-8, 

20636-48-0, 27177-01-1, 3115-49-9, 26027-38-3, 68412-54-4, 127087-87-0, 51938-25-1, 

68649-55-8, 37205-87-1

도료와 희석제의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협약내용

(자동차용 및 자동차부품 적용)

도료 및 희석제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3.3. 희석제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적용일

1) 특정용도 : (1) 철계 및 SUS Bar &pipe drawing, (2) Fine blanking, (3) 고하중용 press(전단, deep drawing, bend 등)
2) 함량만 명시된 물질의 경우는 해당 함량 이상 함유된 제품에는 경고표시하는 것으로 함. 경고표시는 독일의 방식에 따름. 
3) 포름알데히드 방출형 방부제 : 유럽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독성이 국제암연구소 등의 결과와 상이하여 아직 발암성 1A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유럽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방출형방부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의 여건상 사용금지가 불
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금속노조는 오래전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형 방부제가 사용된 제품을 가급적 피하도록 내부 방
침을 가지고 있었음. 따라서, 포름알데히드 방출형 방부제의 함량을 0.05%(희석액 기준)까지 인정하되, 금속노조는 앞으
로도 포름알데히드 방출형 방부제 외의 다른 방부제가 들어있는 제품의 선택을 우선할 것임.

on (DCOIT)

1,2-benzisotiazol-3(2H)-on (BIT) 2634-33-5 0.05%

1,2-benzisothiazol-3(2H)-one, 

sodium salt (Na-BIT)
58249-25-5 0.05%

물질군 물질명 카스번호 사유 기준 적용일

생식독성 

유기용제류

2-에톡시에탄올 110-80-5

생식독성 사용금지 2014.12.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111-15-9

2-메톡시에탄올 109-86-4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110-49-6

알킬페놀

노닐페놀 25154-52-3

환경 호르몬 사용금지 2014.12.

4-노닐페놀 104-40-5

옥틸페놀 27193-28-8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9016-45-9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 9063-89-2

기타 알킬페놀류 별첨 *

물질군 사유 기준 적용일

6가 크롬 화합물 발암성 사용금지 2014. 12. 

납 화합물 발암성, 생식독성, 발달독성 사용금지 2014. 12. 

포름알데히드 발암성 함량제한(0.1%)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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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알킬페놀류 : 140-66-9, 84852-15-3, 26264-02-8, 27177-08-8, 26571-11-9, 27177-05-5, 65455-72-3, 

39464-64-7, 27176-93-8, 7311-27-5, 9036-19-5, 51609-41-7, 51811-79-1, 9014-90-8, 

20636-48-0, 27177-01-1, 3115-49-9, 26027-38-3, 68412-54-4, 127087-87-0, 51938-25-1, 

68649-55-8, 37205-87-1

벤젠 71-43-2 발암성 함량제한 (0.1%) 2014.12.

프탈레이트

DEHP 117-81-7

환경 호르몬, 

생식독성
사용금지 2014.12.

DBP 84-74-2

BBP 85-68-7

DINP
28553-12-0

68515-48-0

DNOP 117-84-0

DIDP
26761-40-0 

6851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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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 병원검진, 212헥타르의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 380억 원! 

2년 전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사업장 불산누출 사고의 피해규모이다.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중 기록에 남을 만한 이 엄청난 피해는 사고사업장과 불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정부를 포

함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불산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관리와 사후대응체계가 없

는 가운데 일어났다. 당시 공중파 3사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

리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이은 2013년 1월에 터진 삼성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지

역인 경기도에서 ‘화학물질관리 지방조례’가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 현

황_일과건강>

또한, 같은 해인 

2013년 상반기에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매

출액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

리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하는 믿기 어

려운 상황이 연출되었

다. 수십년간 개정안 

내용을 준비한 전문가

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없을꺼라 생

각했다’는 평가를 할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그림>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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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다. 

이처럼 여론에 밀려 급히 통과된 개정안은 당연히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처에 핵심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을 위한 법조항이 졸속으로 마련되었다. 급조된 

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2년이 지난 지금, 화학물질사고는 안타깝게도 계속 증가추세이다. 2013년 한

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다. 정부는 2013년 한해에

만 주요사고가 터질 때마다 중대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을 수차례에 내놓았지만 속수무책

인 상황이다. 정부가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설립한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이후

에도 2014년 1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7개월간의 사고접수 건수는 77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나 

사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기업, 관계당국, 지자체 등의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고현황보고서에 의하면 77건 중 사고 

후 관계기관끼리의 전파도 체계적이지 못했었던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단 한 건의 사고전파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이러한데 정부는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구

미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지목

하였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제완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또한, 화학업체 지도점검을 1년에 4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범위는 사고

가 난 현장으로 한정하며 화학물질 성분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

로 하는 등 제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에서 피해가 커진 것은 아무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어

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무시되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법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고는 언제어디서든 계속될 것이다. 계속된 화학물

질 사고는 제2의 세월호 참사의 전주곡이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일과건강과 민변 변호사들은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5차례의 내부워크샵을 통해 2013년 

주요사업으로 ‘화학물질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알권리법안과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3월 20일 27개 시민사회단체로 발족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는 올바른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운동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개정

운동>,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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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민의 알권리

와 참여가 보장된 법

제도적 장치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 개정과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알권

리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

다. 

법은 2014년 5월 15

일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53

명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법안소위에서 1차 논의가 되었고 2015년 2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조례는 감

시네트워크 지역참여단체가 있는 여수, 청주, 인천, 양산, 울산 등에서 지역의원을 포함한 관심있

는 시민사회단체가 조례제정 추진기구를 꾸려 2015년 상반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전세계 화학물질사고예방은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

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

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공개된 물질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시 대응체계도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사고는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사례처럼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법과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리주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

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지역별위원회라는 체계를 통해 소통되

고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현행제도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을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있는데 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서 도나 시차원의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계

획을 수립, 시행하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일과건강을 대표청구단체로 하여 10개 단체와 2727명의 주민청구인단이 2014년 5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1차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 정보공개 청구’를 진

<사진> 지역사회알권리 보장법안 공청회,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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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같은 해 6월 23일 환경부를 상대로 2차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유통량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정보를 제외한 사용량과 유통량에 대해 기업의 영업.경영

상의 비밀과 자료보호 요청자료라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국립환

경과학원을 상대

로 진행된 1차 정

보공개 청구결과 

그나마 공개된 배

출량 자료는 공개

대상물질과 공개

기준에서 한계점

을 갖고 있다.

공개된 자료는 전

국 조사대상 

16,547개 사업장 

중 20%에 못미치

는 3,268개 사업

장 정보에 국한되

어 있어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고시한 조사대상의 기

준에 의한 것으로 조사업종(39종)과 조사 물질수(415종)와 물질의 연간 제조.사용량 1~10톤 이상

(I그룹물질 16종의 경우 1톤 이상, II그룹 물질 399종의 경우 10톤 이상)으로 제한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아래 표는 미국과의 보고대상 물질수와 ‘불산’ 보고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보고대상물질 415종을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유독물(646종) 및 사고대비물질(69종)을 합한 674종(41종은 중복됨)으로 

확대하고 물질별 최소 사용량 기준도 크게 낮춰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분 우리나라 미국

보고대상 물질수 415종 650종 이상

불산 보고기준(사용량)
연간 150톤 이상 제조,사용

연간 1톤 이상 보관,저장
연간 45kg 사용

<표> 미국과 우리나라 보고대상 비교표

<사진> 화학물질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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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량공개 과정에서도 기업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신고하면 공개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13년 심상정의원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자

신들의 취급물질 중 92.5%를 비공개하는 것을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기업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당국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자료보호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

를 외면하고 있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9월 환경부를 상대로한 화학물질정보 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

록 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셋째로, 1차 청구결과 부분 공개된 2012년 배출량 정보를 토대로 우리주변 어떤 사업장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국민

들에게 손쉽게 전달하고자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2015년 1월까지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 프

로그램 개발비 마련을 위해 ‘다음희망해’를 통해 기금을 모

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사회운동

의 성과와 한계를 이어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국

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구미불산 누출사고 2주년을 맞아 세월호 국

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에

서 제안된 ‘물음표 도전(퀘스천마크 챌린지) 운동’은 우리주

변의 화학물질 종류와 위험성, 사고대처방법이 궁금하고 묻

고 싶다는 의미이며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

리체계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가지 계속된다.

○ 지역사회알권리법안(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추진현황

- 2014년 노동자건강권포럼 ‘지역사회알권리’ 전체/부문세션 운영 : 1/11 14시 

-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참여단체 간담회 : 2/21 15시

- 알권리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환노위 보좌관 간담회 : 3/6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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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26개 단체참여) 발족식 : 3월 20일 14시

-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공청회 : 3월 20일 15시

- 참여단체 ‘앙대여’ 릴레이 1인 시위 : 3/3~19 광화문, 11개 단체 21명 참가

- 화학물질 사고 더 이상은 '앙~대여' 1차 공동행동 : 3/27, 16개 단체 103명 참가

- 화학물질 사고 더 이상은 '앙~대여' 캠페인 : 4/3 12시

-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건강권 쟁취와 4.28 산재사망 추모제 : 4/26 15시

- 알권리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 5/15 국회 정론관, 53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

- 세월호 참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토론회 : 5/27 13시

- 6.4지방선거 화학물질 알권리보장 공개질의 : 서울성동/수원/청주/군산/양산/울산/여수 7개 지

역

- 구미불산누출사고 2주년 알권리법 제정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 : 9/25 11시

- 국정감사 질의 : 10/16 화학물질안전원(초기사고대응문제점), 10/23 환경부(화학물질 정보공개

율) 

- 알권리법안 국회 법안소위 상정논의 : 11/25, 논쟁 끝 보류처리, 내년 2월 국회 재논의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 추진현황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 5/22 11시

- 화학물질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 9/18 11시

구분 1차 정보공개 청구소송 2차 정보공개 청구소송

대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청구일자 2014. 5. 23 2014. 6. 23

청구내용
사업장 화학물질 종류별 사용량, 배출량 조사자

료
사업장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자료

청구결과

배출량 공개 : 기존자료와 동일

사용량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7호(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

유통량 비공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1조제1

항(비밀의 보호를 위한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자료)

소송일자 2014. 8. 25 2014. 9. 18

소송내용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성

(사용량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

는다.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성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자료까지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비공개한 것은 부당

건강한일터ž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

민주노총/민주사회을위한변호사모임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

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

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

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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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측 주요 주장요약

① 국립환경과학원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

사업장 화학물질 종류별 사용량이 공개된다면 경쟁업체 등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

우 등과 이미 공개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조사자료 등을 통하여 개발된 화학물질, 

제품의 레시피(제조법), 생산원가,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핵심 영

업비밀 사항이며, 무한경쟁시대의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누출된다면 영업자 사이의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해당 기업은 막대한 피해

를 볼 수 밖에 없으며,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매우 커집니다.

② 환경부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1조 제1항(비밀의 보호를 위한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자료) 등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따라,

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북한과 휴전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등 반국가단체나 이로부터 사주를 받은 자, 

사회 불만세력 등으로부터 원점 테러 대상이 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중대한 위협이 된

다.)

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북한 등 반국가단체나 이로부터 사주를 받은 자, 사회 불만세력 등으로부터 원점 테러대상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합니다.

하다) 

소송재판
1차 재판 : 2014.11.6

2차 재판 : 2015.1.15 10시

1차 재판 : 2014.12.4

2차 재판 : 2015.1.15 10시30분

피고주장
기술경쟁력 약화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와 국내 

기술 해외 유출 우려가 있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나 불만세력의 테러위협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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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제작 추진현황

- 취지 : 스마트사용자에게 손쉽게 우리주변의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제공.

- 제공정보 : 총 3,268개 사업장 12,700개 화학물질

- 제공방법

- 업데이트 정보

- 제작현황

○ 지역네트워크 진행현황

구분 단체명 지방선거 공개질의 조례제정 추진기구

서울성동구 건강한일터. 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 보도자료 2015년 추진예정

경기수원시 영통주민모임/경기비정규직센터 보도자료 -

충북청주시 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 보도자료, 기자회견 추진본부 구성

전남여수시 여수건강 생명을지키는사람들 보도자료 추진본부 구성

경남양산시 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민모임 구성

- 우리(학교,어린이집 등)주변 사업장 업체명

- 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

-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정보 :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 잔류성/농축성, 

사고대비물질

- 발생가능한 암정보 : 골수종, 백혈병, 폐암, 간암, 신장암, 위암 등

- 화학물질별 주민 응급대피요령

- [내위치] 검색-> 주변 반경 몇m 내 업체표시->업체클릭 배출되는 화학물질 종류->화학물질 클릭하면 

위험정보(종양호발부위/물질별 응급대피요령) 안내

- [지역명] 검색 -> 지역 소재 업체표시->업체클릭 배출되는 화학물질 종류->화학물질 클릭하면 

위험정보(종양호발부위/물질별 응급대피요령) 안내

- [업체명] 검색 -> 배출되는 화학물질 종류->화학물질 클릭하면 위험정보(종양호발부위/물질별 

응급대피요령) 안내

-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추가로 공개될 자료로 업데이트할 계획. 

- 이후로는 생활환경 속에 존재하는 위험정보(화장품, 학용품, 지하공간, 새집, 방사능 등)로 버전2를 제공할 

계획.

- 앱개발사업 계약(8/26) : 전체 예산 1천만원, 보수기간 6개월

1차 시연회(1/6), 2차 시연회(1/20), 무료제공 서비스(1/26) 예정.

예산 마련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선정 500만원 확보, 소셜펀치 후원함 운영 300만원 확보, 다음희망해 

기금모금 1월 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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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질의 내용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3가지 운동(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운동/화학물질 정

보공개청구운동/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지자체예산확보))에 대한 찬성여부

- 공개질의 결과 : 전체 질의후보 234명 중 62명 응답자(응답율 26.5%) 중 95% 이상 찬성. 세

월호 참사 이후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논의가 화두인 만큼 

응답자 대부분은 참여의사를 밝힘. 

- 조례제정 추진결과 : 5월 여수시의회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사전준비 미흡으로 부결됨. 

2015년 재추진 예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경남울산시 울산시민연대 보도자료 2015년 추진예정

전북군산시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2015년 추진예정

인천시 인천연대,인천환경연 등 - 인천감시네트워크(준) 구성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 ④ 

(생  략)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_____중앙행정기관의 장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  설> 제6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시·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 당선자
군산 문동신(새정치), 양산 나동연(새누리), 울산 김기현(새누리)

청주 이승훈(새누리), 서울성동구청장 정원오(새누리)

시의원 당선자

군산 진희환/강성옥(새정치), 서동완/조경수(무소속)

수원 백정선/장정희/김진관(새정치), 민한기(새누리)

양산 이상걸/박일배(새정치)

청주 남일현/하재성/변종오/신언식/김용규(새정치), 박정희/이우균(새누리) 

서울성동 구의원 김기대/박양숙(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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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수입·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총합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2. 시·군·구의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을 청구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지역 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제7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화학사고에 대한 시·도비상대응계획 및 

시·군·구비상대응계획) ①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하 “시·도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하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6호 내지 제9호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시행·공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기본계획”은 



2015�노동자�건강권�포럼30

“시·도비상대응계획”으로 보고,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비상대응계획”으로 본다.

<신  설> 제7조의2(시·도 및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시·도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3.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방환경관서, 지방소방관서, 지방교육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④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신설>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  설> 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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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나.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지역사회 

고지)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배출시설의 명칭과 

위치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4.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5.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6. 기타 건강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시·군·구에 시·군·구 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이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1.. _________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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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4.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10 (생  략) 5∼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________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을 신규로 제조 

및 사용한 때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의 배출 

시설로부터 반경 3. 2km 이내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500가구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때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_______________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⑥ __________________제4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있거나 제5항에 

따라 지역별 관리위원회가 부적합 의결을 한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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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  설> 1.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신  설>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배출시설의 

명칭과 위치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생  략) 4·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6. 그 밖에 건강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_______________________제1항 각 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_______________제4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고지 및 통지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  설> 제43조의2(화학사고 주민 고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2. 대피가 필요한 범위와 구체적인 대피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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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00도민(시민)의 환경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

회 알권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

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

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

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4. “화학물질 취급자”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와 관계된 영업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000지사(시장)는 법 제4조에 따라 도(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민의 알권리 보장  

3. 화학물질 취급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도(시)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00도(시, 군)의 시

3. 개인보호 방법

4. 급성 영향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5. 기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② (생  략)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시·군·구 관리위원회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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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00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시장)는 00도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

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00도(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시장)가 임명한다.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시ㆍ도 의회 의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환경관서, 소방관서, 교육관서 및 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시장)는 법 제6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00도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및 대응 계획

4.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주민 소통 계획

5. 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시장)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00도(시) 화학물질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시장)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 시장·군수 등(이하 “유관기관

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유관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수립하도록 하였고, 그 범주에 알권리 

규정을 명시하였음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큰 틀의 관리 계획을 의미함.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관리계획 

현행법에는 중앙 정부에만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방 정부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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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화학물질 사고에 관한 비상계획) ① 도지사(시장)는 매년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

질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정한 사항

③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공개에 관하여는 제5조의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

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도지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

생한 자는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을 신규로 제조 및 사용하는 경우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의 배출 시설로부터 반경 3.2km 이내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500 가구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경우

4. 기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도지사(시장)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시장)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시장)는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부적합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도지사(시장)는 법 제42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 내용을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매년 

수립을 중앙정부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 정부에서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화학물질 사고에 관한 비상계획은 사고 발생 시의 응급대응을 말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비상대응계획이 없음. 이에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 정부에서 화학사고를 가정한 응급대응 계획을 

평소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하여 5년으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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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화학물질 배출정보 고지) ①도지사(시장)는 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가 공개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역별로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가 포함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명

2.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해당 사업장의 위치

3.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

4. 화학물질의 건양영향 

5. 기타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시장)는 주민이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비공개 결정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불승인은 최종적인 공개 결정으로 본다.

④ 화학물질 배출정보를 고지할 때는 법 제12조 1항에 따라 정보공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으나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1.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⑤ 화학물질 정보의 고지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유해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 도지사(시장)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부 및 주변의 대기, 물, 토양, 

현행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할 때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5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사업주가 인근 주민에게 1년마다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없다는 문제점과 5년의 보고 주기로 인해 급변하는 

화학물질 사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상물질을 유독물질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고,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으며, 이 과정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지역주민 

고지의 의무를 사업주가 아닌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좀 더 책임감 있고 쉽게 전달되도록 하였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재 가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유해물질 배출 및 사용량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지도, 화학물질의 독성학적 

특성, 화학물질 영향 범위 및 노출인구 특성 등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도식화되고, 그 

결과가 지역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함.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장 영업비밀을 근거로 정보공개 예외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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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기타 관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도지사(시장)는 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 시 측정항목과 방법은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① 도지사(시장)는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

우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으로 하

고, 그 공개 시기는 처분 후 5일 이내로 한다.

③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안전관리교육 등) ① 도지사(시장)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시장)는 도 및 시ㆍ군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시장)는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

환경관서, 지방노동관서, 재난ㆍ소방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시장)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시장)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현황조사는 의심되는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이 때 조사 대상을 공장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국한하지 않고, 공장 내부 및 

해당 작업자까지 포함되도록 하였음.  환경오염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발생원(공장 내부)에 대한 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 내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1차적인 피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상이 작업자(혹은 지역주민)와 주변 식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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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생활 속 소비자 알권리

-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활동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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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이제 보호의 품 안으로



2015�노동자�건강권�포럼56

1. 상황

- 그 동안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감정노동자 보

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 보호(직원 보호) 대책들이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 감정노동자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개정안들이 지난 2년에 걸쳐 8개법안이나 발의되었

고 이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거세지고 있다.

- 특히 소비자운동 영역에서 감정노동을 생각하고 성찰하는 소비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녹색소

비자연대를 중심으로 감정노동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서울시와 함께 일부 기업들과의 양

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기업 및 소비자 실천약속을 공표하는 성과도 나타내었다.

2. 세션기조

- 2014년 감정노동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명해보고 2015년 사업을 전망해보는 토

론을 진행

- 감정노동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듣고 관련당사자들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감정노동자,� 이제�보호의�품�안으로

시간 내용 비고

16:00~16:05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진행자

16:05~16:20 2014년 감정노동사업 총괄 보고 감정노동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

16:20~16:40 감정노동자, 소비자 의식실태조사 결과 소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

16:40~17:10 소비자영역에서 바라보는 감정노동 녹색소비자연대 고민정 팀장

17:10~17:40 기업입장에서 바라보는 감정노동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강성경 사무총장

17:40~18:00 2015년 사업을 위한 토론 전체

18:00~ 폐회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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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건강권포럼에서 감정노동세션이 운영되어 왔음

- 초기 각 직종별 감정노동 사례발표를 통해 다양한 감정노동자들의 애환을 공유했던 것을 시작

으로 감정노동 문제해결을 대책 마련 토론, 이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한 감정노동문제에 대한 접

근 그리고 금년도에는 소비자 및 감정노동자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감정노동에 대한 재접

근 시도 등 다양한 슬로건과 주제를 가지고 진행

- 그러한 결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생각하

는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하게 되었으며 정부(노동부)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정노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

화되었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2. 주요질의사항 및 토론내용

- 소비자 및 감정노동자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다수의 소비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상대(감정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에게 떠 넘기는 경우 등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어서 기

업들이 강요하는 친절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70% 감정노동을 알고 있고 67%가 과도한 친절이 불편하다고 나타나서 감정노동자

와 소비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비문화가 조성된다면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비자단체에서는 불랙컨슈머 등 극히 일부 문제행동을 하는 소비자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를 배려하는 소비문

화 조성활동도 소비자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

- 기업전문가협회에서는 감정노동이 기업과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내적으

로 인사노무관리를 통해서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

을 통해서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 감정노동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개와 향후 계획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감정노동

자 보호법안 통과는 물론 여성, 인권 등 각 영역에서도 감정노동 사안을 관심있게 고민하도록 하

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함

3. 평가

- 금번 감정노동세션은 전년대비 참석자가 증가하였음(약 50여명?)

- 감정노동자,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결과중 유의미한 내용은 향후 감정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기업 및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감정노동 발표에서는 각 단체별 본연의 활동목표나 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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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수준까지 진전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

다는 평가

-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감정노동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참석자(단체)가 함

께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함



일과건강 59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1. 2014년 소비자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경과

○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진 시기는 2013년이었다. 지난 해 4월, 

국적 항공기에 탑승한 대기업 상무가 ‘라면을 제대로 못 끓였다’면서 항공기 여승무원을 폭행하

는 상황이 발생했다. 9월에는 공항에서 역시 대기업 회장이 비정규직 항공보안 노동자를 폭행하

는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후 연속 보도되는 폭행, 폭언, 성희롱

○ 이런 불미스러운,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는 행위가 드러나면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

으로 추정되는 약 700만 명의 고객대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가 클 것이라는 사회적 

의제가 대두되었다. 해당 조직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과 캠페인을 진행

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소비자’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소비자들은 갑자기 

소비권을 가진 권리 주체에서 가해자 집단으로 ‘폄하’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진상’으로 불리는 

‘안하무인’형 일부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다수 소비자의 컴플레인은 이

런 유형과 다른 것으로 인지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불

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본 조사는 이러한 가설이 검증될 수 있는지를 확

인코자 진행하였다.      

○ 소비자 의식조사에는 1천명이 참여하였다. 전국 소비자 캠페인 과정에서 불특정 소비자를 대

상으로 설문지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노동자 의식조사는 약 7백 명을 대상으

로 감정노동네트워크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1)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소비자 의식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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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소비자는 남성이 약 34%, 여성이 약 66% 응답하였다. 응답자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4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다소 많다.  

(2) 서비스에 대한 불만 경험 등

○ ‘백화점이나 마트, 구청이나 주민센터, 식당, 기업의 상담전화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직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불쾌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약 67%가 경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6% 수준에서 ‘자주 있다’고 응답했다.  

○ ‘서비스에 불쾌함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라는 질문에는 50%이상이 ‘참았다’고 응

답했으며 ‘노동자에게 직접 화를 내거나 문제제기 했다’는 응답은 16.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

다. 

<그림 1>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불쾌함을 겪었던 경험(단위: %)   

<그림 2> 서비스에 불쾌함을 느꼈을 때 취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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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불만 이유

○ ‘서비스를 받으면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내가 필요

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잘 모르는 것 같음)’이 가장 높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

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가 다음 순위이다. 또한 ‘원스톱서비스가 안 돼서’와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가 유사한 수준으로 3, 4위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의 서비스 불만 원인은 사업주들이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웃음’과 ‘서서 응대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위 질문에서 ‘고객 응대하면서 웃지 않아서’, ‘일어서서 고객 응대를 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 직원이 꼭 웃거나 일어서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약 57%가 

‘기분이 좋아진다’에 응답하였다. 

<그림 3>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낀 이유 

<그림 4> 노동자가 웃거나 서서 응대하지 않은 경우가 불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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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질문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잘 모르는 것 같음)’, ‘본인이 해결하

지 않고 전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짜증나서(원스톱 서비스가 안 됨)’, ‘내가 필

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에 응답한 

경우 직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

훈련 부족’과 ‘일손이 모자라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자로부터 불편하게 과도한 친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있다는 응답

(67%)이 없다(33%)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친절은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약 7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소비

자가 감정노동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노동자가 적절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불쾌한 이유

<그림 6> 노동자의 불편하게 과도한 친절 경험(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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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동노동자에 대한 이해 상태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정노동 등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5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고객을 직접 대면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친절 점수가 임금이나 승진에 반영되는 기업 

경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68%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과 비교

할 때 ‘좋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7> 감정노동 인지 여부(단위: %) 

<그림 8> 감정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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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만약 고객 대면 일을 하는 직원이라 가정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 예

측되는 내용 세 가지만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서는 1순위로 ‘무시(반말)’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부당한 요구’로 나타났으며 3순위가 ‘독촉’, ‘다른 사람 또는 업체와 비교’로 나타났다. 

<그림 9> 친절 점수가 임금이나 승진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림 10>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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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답자 속성별 분석

○ 한편 응답자 속성은 성과 연령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른 응답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불쾌했던 경험 여부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불쾌했던 경험이 다소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2순위)

<그림 12>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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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 주: 평균은 ‘자주 있다’1점~‘전혀 없다’4점을 부여한 4점척도에서의 평균으로 중간값은 2.5점이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큰 격차는 없지만 10대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불쾌 경험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이외 집단에서는 대동소이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30대와 40대에서의 불쾌 경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대를 제외하고는 불쾌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중간값 2.5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므로)

* p<0.05

* 주: 평균은 ‘자주 있다’1점~‘전혀 없다’4점을 부여한 4점척도에서의 평균으로 중간값은 2.5점이다.  

② ‘불편하게 과도한 친절’경험 여부

<그림 13> 서비스로 인해 불쾌했던 경험 여부(성별 평균) 

<그림 14> 서비스로 인해 불쾌했던 경험 여부(연령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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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할 정도로 과도한 친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응답이 나왔으나 연령별로는 20대~50대까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0대는 앞의 질문처럼 가장 낮은 경험을 나타냈고 60대의 경우는 중간값을 나타냈다. 나머지 

20대~50대는 전체적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p<0.05

* 주: 평균은 ‘자주 있다’1점~‘전혀 없다’4점을 부여한 4점척도에서의 평균으로 중간값은 2.5점이다.  

③ 감정노동 인지 여부

* p<0.05

* 주: 평균은 ‘매우 잘 안다’1점~‘전혀 모른다’4점을 부여한 4점척도에서의 평균으로 중간값은 2.5점이다.  

<그림 15> 과도한 친절 경험 여부(연령별 평균)

<그림 16>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아는가?’질문에 대한 응답(성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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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는 대동소이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감정노동에 대해 좀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모르는 집단보다 아는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중간값을 보이는 반면 다른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 p<0.05

* 주: 평균은 ‘매우 잘 안다’1점~‘전혀 모른다’4점을 부여한 4점척도에서의 평균으로 중간값은 2.5점이다.  

④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 정도

○ 한편 감정노동자들이 어떠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지 알고 있는 비율은 성별로는 통계적 의미

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대와 30대에서 

<그림 17>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아는가?’질문에 대한 응답(연령별 평균)

<그림 18> 감정노동자의 각 업무조건에 대한 인지 여부

(연령별 ‘안다’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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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은 인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대~50대가 대동소이하게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50%가 넘는 

응답자가 ‘안다’고 응답했다. 

2) 소비자 VS 감정노동자 

○ 한편 소비자의식조사와 함께 같은 시기에 진행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두 가지 설

문을 함께 진행한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가 겪는 고충이 상반

된 것인가? 아니면 동질한 문제에서 시작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비자의 불만이 서

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어려움과 통합되고 순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평행선을 그리며 

계속되는 갈등관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하였다. 

(1) 응답자 속성 비교

○ 각 조사는 2014년 8월~9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2) 고객 스트레스 vs 고객 불만

○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가 불쾌했던 경험은 67%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노동자는 고객으로

부터 83%의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충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차이가 나타나는 값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나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마찰적 요인으로 

인해 불쾌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자 소비자

○ 692명 참여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판매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 19.5%, 여성이 80.5%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가 각각 30%씩 

차지하고 있고 20대도 23%로 나타났다 .  

○ 1,000명 참여

○ 전국 캠페인을 통해 확보

○ 남성이 약 34%, 여성이 약 66% 응답하였다. 

응답자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4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다소 

많다.  

<표 1> 각 조사 응답자 현황 

 
<감정 노동자>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불쾌함(인격무시, 욕설, 폭력, 성희롱, 무리한 요구 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 

83%)

<표 2>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면서 상대방에 의해 불쾌한 경험을 겪었는지 여부(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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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대방의 입장에서 업무 중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유사하게 질문한 결과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의식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무시(반말)’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해고 노동자도 마찬

가지로 이런 경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순위로는 ‘부당한 요구’였

는데 이 또한 소비자와 노동자의 생각이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 노동자의 생각과 소비자의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결과이

다. 

 
<소비자>

 
백화점이나 마트, 구청이나 주민센터, 식당, 기업의 상담전화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직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불쾌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 67%)

노동자 소비자

<표 3> 스트레스 1순위라고 생각하거나 생각되는 이유 질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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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항의와 불만에 대한 노동자 의식 vs 소비자 의식  

○ 노동자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불만을 표출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소비자가 응답한 결과

와 거의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물론 소비자들의 경우 과반수가 ‘참는다’고 응답했다. 아래 자료

는 이 질문을 제외하고 만든 결과물이다.

고객대면 노동을 하면서 다음에서 제시되는 사항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내용(1순위)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1순위)

<그림 21> 스트레스 1순위라고 생각하거나 생각되는 이유(단위: %)  

<그림 22> 서비스에 불쾌함을 느꼈을 경우, 고객의 항의표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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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소비자

고객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이유?

귀하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이유?

<표 4> 서비스를 받으면서(하면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이유 질문항

○ 소비자들의 진짜 불만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전

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짜증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이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에 많이 응답했고 이는 노동자나 소비자나 동

일하게 느끼고 있는 내용이었다. 

노동자 소비자

‘고객 응대하면서 웃지 않아서’, ‘일어서서 고객을 

응대하지 않아서’항을 선택한 경우 고객이 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까?’

‘고객 응대하면서 웃지 않아서’, ‘일어서서 고객 

응대를 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 직원이 꼭 

웃거나 일어서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5> 노동자 태도에 문제를 삼는 이유 질문항

○ 한편 노동자의 외면적인 고객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서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의식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고객은 ‘기분 좋아진다’는 

<그림 23>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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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많이 한 반면 노동자들은 ‘손님은 왕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데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호 입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보이며 노동자들의 경우 소

비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 ‘교육훈련 부족’과 ‘일손

이 모자라서’라고 응답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경우 ‘힘들어서’에 좀 더 높은 비중을 싣고 있다. 

<그림 24> 노동자 태도에 문제를 삼는 이유(단위: %) 

<그림 25>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  



2015�노동자�건강권�포럼74

(4) 고객 vs 노동자 윈윈하기 위한 방법 

○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비교한 작업에서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의식에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 갈등 구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

록 하자. 

○ 우선 고객이 불편해할 정도로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이런 불

편한 경험을 겪은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이런 얘기를 고객으로부터 직

접 들었던 경험이 35%에 이른다. 고객이 편하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현재의 서비스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 노동자>

귀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불편하고 과도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있다 : 35%)

<소비자>

노동자의 불편하게 과도한 친절 경험(있다 : 67%)

<표 6> 과도한 서비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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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노동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교육이 알맹이가 없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왜곡된 소비문화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기적인 직무교육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5) 감정노동자가 느끼는 기업의 노력

○ 뿐만 아니라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소비자들의 변화보다 더디게 변화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동자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A. 불필요한 친절교육이 줄어들었다 6.4 37.0 36.5 20.2 2.7 

B. 가짜 고객을 보내는 등의 노동자 감시가 

줄었다
6.5 31.2  34.4  27.9  2.8 

C. 고객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주던 

벌칙이 줄어들었다
3.4 30.9  41.3  24.5  2.9 

D. 악성고객(폭력, 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할 수 5.9 24.3  37.6  32.2  3.0 

<표 8> 지난 1년간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경영 방식의 변화(단위: %) 

<노동자>

귀하가 받고 있는 각종 교육이 고객의 서비스 요구(적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것)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7> 현재 진행되는 서비스 교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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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을 부여한  4점척도 문항에서 중간값은 2.5점이다. 평균값이 2.5

점보다 커질수록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감정노동자가 느끼는 소비자의 변화

 
* 평균 :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을 부여한  4점척도 문항에서 중간값은 2.5점이다. 평균값이 2.5

점보다 커질수록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조사결과에서의 시사점

1) 여전히 고객 컴플레인을 온 몸으로 떠받치는 감정노동 노동자

○ 감정노동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객으로부터 불쾌함(인격무시, 욕설, 폭력, 성희롱, 무리한 요구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23%는 잦은 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있는 권리가 생겼다

E. 고객을 대상으로 노동자에 대한 폭력 등을 

제한해 달라는 홍보(캠페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0.9 11.5  38.0  49.6  3.4 

F.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11.2  33.1  54.4  3.4 

G.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가 원활히 

진행된다
1.3 7.0  40.7  51.0  3.4 

H. 일상적인 상담과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작동한다
1.9 10.6  33.5  53.9  3.4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A. 악성고객(폭언, 폭력, 성희롱, 

진상)이 줄었다 
2.1 25.2 46.1 26.6 3.0 

B. 고객이 전반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적게 하는 것 같다
1.0 21.5  48.8  28.6  3.1 

C.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캠페인 같은 것에 호의적이다
1.8 20.9  45.6  31.7  3.1 

<표 9> 지난 1년간 소비자의 태도 변화(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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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객 대면 업무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는 1순위 ‘무시(반말)’, 2순위 ‘부당

한 요구’, 3순위는 ‘독촉’으로 나타났다. 

○ 고객은 불만을 토로할 때 노동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아 고객의 항의를 직접 받는 

사람이 고객 접점에 있는 노동자임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객의 항의에는 이유가 있다

○ 고객이 항의하는 이유에 대해 1순위 ‘고객을 기다리게 해서’, 2순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

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음)’, 3순위는 ‘내가 상담을 해결하지 않고 전화

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짜증나서(원스톱 서비스 안 됨)’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 

○ 오히려 사업주가 강요하는 ‘친절한 웃음’, ‘서서 응대하기’가 고객 불만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

는 응답이었다. 

○ 이렇듯 고객의 이유 있는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저에는 1순위 ‘일손이 모자라다’, 2순

위 ‘너무 다양한 요구를 들어줘야 해서 힘들고 귀찮다’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3) 노동자들은 고객서비스를 잘 하고 싶어 한다

○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순위 ‘알맹이 없는 친절 서비스(교육)은 오히

려 소비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2순위 ‘주기적인 직무훈련(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

보, 신기술 습득 등)이 필요하다’, 3순위 가 두 번째 필요사항으로 드러났다. 3순위는 ‘현재의 고

객만족 교육내용으로는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현행 교육 훈련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무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오히려 과도한 친절은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과도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는 응답자

가 35%로 나타났다. 

4) 부족한 기업의 노력 VS 변화하는 소비자 

○ 감정노동 문제가 한국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지난 한 해 동안 기업은 ‘감정노동자 보호

를 위한 활동’은 제한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필요한 친절교육’, ‘노동자 

감시’, ‘고객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주는 벌칙’, ‘악성고객을 피할 수 있는 권리’ 영역에서

는 30%~40% 수준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고객 홍보(캠페인)’, ‘정신적 피해자 

지원’, ‘고충처리’ 등의 경우 10% 수준에서 나아지고 있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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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소비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악성고객 감소’, ‘무리한 요구 감소’, ‘감정노동 캠페인에 호

의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20~30%에서 나아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5) 노동자와 고객이 윈윈하기 위하여

○ 이유 있는 불만을 가진 고객과 이를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노동

자는 양쪽 다 피해자이다. 이 피해를 제공하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 된다. 그 이유는 ‘직무훈련 부

족’, ‘과도한 영업목표’, ‘부족한 인력’, ‘불충분한 휴게’, ‘불필요한 평가제도’, ‘악성고객 관리시스

템 부재’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이다. 

○ 고객과 노동자는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

호가 갈등을 겪고 피해자가 되어 온 것은 결국 부적절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감독기관으로서의 고용노동부 역

할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일과건강 79

 

이성종(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 기간 동안의 개요

- 2012년 9월 ‘감정노동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연석회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가 태동에 출발점이 됨. 10월 심상정의원이 산재보상보험법을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이 본격화됨

- 2013년 건강권포럼 감정노동세션 ‘감정노동자 본래의 감정을 밝히다’ 서비스연맹이 주관하여 

진행하기 시작함

- 2013년 2월 연석회의 참여를 위한 제안문 발송하였고, 3월부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관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세미나를 시작하였음. 4월에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안 마

련을 위한 긴국토론회를 개최함. 8월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를 발족을 결정함

- ‘여자 노동을 말하다-감정노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최로 감정노동에 대한 정책토론회(스토

리텔링, 마임공연, 패널토론, 종합토론)를 개최함

- 2013년 6월 연석회의 참여 제안문을 발송. 6월 한명숙의원 후원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8~9월 감정노동자 7개 직군에 

2,268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발표됨

2. 2014년 활동(요약)

▷ 네트워크회의(총 8차례 회의를 개최)

- 02/04일 회의

- 03/12일 회의

- 04/16일 회의

- 06/12일 회의

- 07/15일 회의

- 08/28일 회의

- 11/27일 회의

- 12/30일 회의

감정노동 가치 및 산업재해 인정!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2104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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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감정노동문제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 2014.10.15.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2층 제8간담회실

발제1 : 감정노동의 현황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제 

정혜선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2 : 감정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법개정 과제 및 필요성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

*정길호(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김인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기홍실장(한국노총)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이수연 팀장(국가인권위)

*신현화실장(안전보건공단)

청중 토론 

*청년유니온 백우연

*우정노조 박형동

*이정애

 
“금융부문 감정노동 문제와 블랙컨슈머 대처방안”기획안

□ 취지 

최근 감정 노동 영역에서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금융부문 역시 블랙컨슈

머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블랙컨슈머의 증가는 감정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금융회사 역시 블랙컨슈머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그 피해가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됨

이에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블랙컨슈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과 금융회사의 구체적 방침 등 병행적으

로 대응이 요구되는 바, 다차원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 주제 : 금융부문 감정노동 문제와 블랙컨슈머 대처방안 모색

□ 일시 : 2014.12. 2 (화)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한명숙 의원, 김기준 의원, 김기식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 사회 : 이병훈 교수 (중앙대학교)

□ 발제 및 토론

○ 발제

 - 발제1. 한국 노동자 정신질병에 대한 직업병 인정기준과 개선방안

         김인아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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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 감정노동 대국민 홍보캠페인 결과

▷슬로건 : ‘따뜻한 소비, 배려하는 소비’로 ‘감정노동자’를 지켜 주세요!

▷일시 : 4월 10일(목) 12:00~14:00

▷장소 : 명동 예술극장 앞

▷참석자

단체명 참석자

의원실 한명숙의원, 김영철보좌, 김명섭비서, 신홍섭비서, 노시평비서

민주노총 김수경여성담당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장, 정보통신 여성위원 및 부위원장등

사무금융노조연맹 전체 수련회 진행으로 참석하지 못함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강연배교선실장, 정재수정책국장, 김은영총무부장

금융노조 네트워크참여 내부 논의중

우정노조 김철영대협실장, 박형동정책국장

미래부노조 박찬일서울지역본부장 강삼식대외협력국장, 마하영홍보부장

희망연대 김하늬위원장, 다산콜센터지부 4명

청년유니온 급한 일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함

알바노조 구교현위원장, 노조간부 5명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연구소장, 정휘민 녹색병원직업환경의학전공의, 박은정연구원, 
황주란연구원

국가인권위 손심길사무총장 . 안석모조사국장 김규홍차별조사과장. 차별조사과 직원 5명 

서비스연맹

부루벨코리아노조 1명, 엘브이엠에치노조 3명, 엘카코리아노조 3명, 
로레알코리아노조 1명, 한원C.C노조 1명, 한진관광노조 1명, 세종호텔노조 2명, 
홈플러스노조 4명, 홈플러스테스코노조 2명, 한화갤러리아백화점노조 5명, 
한국피자헛 2명, BM부림 5명, 서비스연맹(강규혁위원장, 이경옥사무처장, 
이성종정책실장, 백은욱조직국장, 우문영총무국장)

UNI(국제사무직노조)
UNI-KLC(한국협의회)

필립 제닝스(세계 사무총장), 마이크 선더랜드(본부 홍보담당), 
최정식한국사무총장

SEIU(북미서비스노조) 닉 러디코프(캠페인담당)

 - 발제2. 감정노동 현황과 보호 과제

         한인임 연구원 (노동환경연구소)

 - 발제3. 은행권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정혜자 연구위원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

○ 토론

 -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손경애 (은행연합회 민원실장)

 - 박주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총괄국 부국장)

 - 유주선 (신한은행 지부장)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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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녹색소비자연대과 공동 진행/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감정노동자 의식 실태조사

-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 입법추진

▷진행

: 캠페인 준비(천막, 음향, 홍보물 설치 등)

: 발언(한명숙의원, 강규혁서비스연맹위원장, 유지현보건의료노조위원장, 필립제닝스UNI세계사무총장, 

손심길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닉러디코프SEIU캠페인담당)

: 감정노동(감정노동자에게 진짜 웃음을) 노래 듣기

: 플래시몹 공연(선언, 서비스연맹 등 9명)

: 명동거리 이동캠페인()

: 캠페인(서명운동, 홍보물배포, 의료검진, 인권홍보 등)

: 마무리(주변정리 등)

캠페인 취지 진행자

캠페인(천막, 음향, 홍보물 설치 등) 준비 네트워크+의원실

참가단체 소개 사회자

참가단체 대표 발언

한명숙의원, 강규혁위원장, 유지현위원장, 
손심길사무총장, 임상혁소장, 
필립제닝스UNI세계사무총장, 닉 
러디코프SEIU캠페인담당

감정노동 노래 듣기
‘감정노동자에게 진짜 웃음을’

참가자 전체

플래시몹 공연 선언+서비스연맹 9명

명동거리 이동캠페인
한명숙의원, 강규혁위원장, 유지현위원장
손심길사무총장 등

캠페인(서명운동, 홍보물 배포, 무료검진서비스, 
인권홍보활동 등

참가자 전체

마무리(주변정리 등) 참가자 전체

IUF(국제식품연맹) 정옥순한국담당자

총 참석자 82명

대표발의 법률 주요내용

심상정(정의당) 산재법 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한명숙(새정연) 산안법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업무메뉴얼(업무지침) 작성 및 교육
감정노동자를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사업주가 제공
감정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자제하는 내용 글 게시

한명숙(새정연) 남녀고평법
고객에 의한 성회롱 발생시 수사기관에 고발
직장내 성희롱과 같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노력과 교육을 시행

심상정(정의당) 남녀고평법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임금의 손실없이 업무를 중단

한명숙(새정연) 산안법 고객의 무리한 요구, 폭언,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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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출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기타

*기자회견

웃다가 병든 사람들! 바로 감정노동자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_2월 12일(수) 10:30/ 장소_국회 앞/ 주최_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입법 청원서

윤재옥(새누리당) 산안법 감정노동의 정의,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보건조치 강화

윤재옥(새누리당) 산재법 감정노동의 정의

윤재옥(새누리당) 근기법 감정노동의 정의

이인영(새정연) 산안법
업무장소 내에서 위험요인 및 고객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업무를 중지, 대피하도록 함

수신 : 환노위위원장님, 소속 의원님들께

웃다가 병든 사람들! 바로 감정노동자들입니다.

서비스사회화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전체 산업의(GDP) 약 60%를 차지하게 되었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

는 노동자들도 전체 노동자의 약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특성상 대부분의 업종과 직종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감정노동은 ‘본래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조직(기업)내에서 요구되어지는 감

정을 오랜 시간 표현하게 되는 노동형태’를 말합니다.

기업들은 수익극대화를 위한 방침으로 고객만족경영, 고객친절경영을 내세우며 결국 노동자들의 감정을 상품

화하였고 감정노동자들도 급속도로 늘어나서 현재 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감정노동을 하게 되면 화병이나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지게 되는데 감정노동자중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지어는 정신적 스트레스

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제24조의2(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신설

①사업주는 고객 등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이하 ‘고객응대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또는 폭력, 기타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건강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휴식시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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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인권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제안문)

저해하거나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불편해지는 등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정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

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감정노동의 문제는 언론(뉴스보도, 추적60분, SBS스페셜, 행복발전소,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도 많이 일깨워 주었고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내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

된 법안을 적극 논의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수백만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안이 통과되서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2014년 2월 12일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상황

- 서비스산업의 확장으로(서비스사회화)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군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감정노동자들의 

숫자도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감정노동자는 대부분 여성들이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이며 

주로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감정노동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기업으로서는 

생산성손실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필요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라면상무, 빵회장, 아파트경비노동자 분신, 땅콩리턴 등 감정노동의 문제는 이미 국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회적 의제이고 지상파방송의 거의 모든 시사프로그램은 감정노동의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며 일반 국민들의 80%가 감정노동을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음(2014년 4월)

- 최근엔 녹색소비자연대, 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컨택산업협회 등 

전문가단체 등이 나서서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일부기업들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서울시와도 

체결한 바 있고 소비자 실천약속과 기업 실천약속을 공표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편적 인식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의원모임 구성취지

- 이에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도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제고하는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현재 계류중인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의 통과를 위한 활동과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비문화 

조성등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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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 네트워크 참여(제안문)

◯ 대상

- 감정노동자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 감정노동 관련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원

- 여성과 인권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

- 기타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원

◯ 향후 사업

- 의원모임 발족 기자회견

-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방안 마련 공청회, 토론회 개최

-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조사사업

- 감정노동 직업군 현장 방문 및 감정노동자 간담회

- 기타 필요한 사업

수신 : 각 수신처 참조

◯ 상황

- 서비스산업의 확장으로(서비스사회화)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군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감정노동자들의 숫

자도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감정노동자는 대부분 여성들이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이며 주로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감정노동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기업으로서는 생산성손실

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필요한 사회적비용

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라면상무, 빵회장, 아파트경비노동자 분신, 땅콩리턴 등 감정노동의 문제는 이미 국민 대중들에게 많이 알

려진 사회적 의제이고 지상파방송의 거의 모든 시사프로그램은 감정노동의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며 일반 국민들의 80%가 감정노동을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음(2014년 4월)

- 최근엔 녹색소비자연대, 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컨택산업협회 등 전문가단

체 등이 나서서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일부

기업들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서울시와도 체결한 바 있고 소비

자 실천약속과 기업 실천약속을 공표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편적 인식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

음

◯ 입법추진 상황

- 입법발의 상황 : 지난 2012년부터 정의당 심상정의원, 새정연 한명숙의원, 새누리당 윤재옥의원, 새정연 이

인영의원을 통해서 6차례에 걸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9개의 법률개정안을 발의

- 해당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 최근 상황 : 지난 12월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논의가 되었으나 노동부에서 제출한 산안법만 상

임위만 통과되어 이후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 노동부 제출안

제24조의2(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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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인권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추진중

- 감정노동자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 감정노동 관련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원

- 여성과 인권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

- 기타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원

* 모임에 참여할 의원진

◯ 향후 추진할 사업

- 감정노동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 법제도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방안 마련 공청회, 토론회 개최

-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조사사업

- 기타 필요한 사업

◯ 감정노동 네트워크(현황)

* 제안문을 검토하여 주시고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담당 : 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성종(010-8284-8112)

①사업주는 고객 등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이하 ‘고객응대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또는 폭력, 기타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휴식시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안 발의/ 적극적 의사를 가진 의원 환노위, 여가위 소속 의원/ 관심 의원

심상정,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김기식, 장하나의원 

등
이미경, 전순옥, 박인숙, 인재근의원 등

구분 단체명

노동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금융서비스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융노조, 우정노조, 미래창조과학부노조, 희망연대,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여성단체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의학계 섭외중

법률단체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의원실

협력단체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직업건강간호확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컨택산업협회, 

마음의 숲,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전국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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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단체와의 연대사업

▷슬로건 및 BI 공모사업

슬로건 : 감정노동자, 존중받아야할 당신의 가족입니다.

BI:

▷서울시. 안정보건공단 협약서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기업·소비 문화확산을 위한 공동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사)기업소비자전문가

협회(이하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야쿠르트, 엘지전자, 동아제약, 교원그룹, NS홈쇼핑, 애

경산업(이하 “참여기업”)은 감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기업․소비문화 확산을 공동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녹소연,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참여기업이 감정노동자와 함께하

는 기업·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서울시와 녹소연,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성실히 협력한다. 

1. 서울시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감정노동자를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활동을 지원한다.

2.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는 기업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경영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녹소연은 소비자실천약속에 따라 감정노동자에 대한 성찰적 소비자인식개선운동을 확대해

간다.  

4. 참여기업은 기업실천약속에 따라 감정노동자들의 응대기술 및 제품정보에 대한 전문성 교

육, 힐링프로그램,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토론회/ 대국민홍보캠페인/ 실태조사/ 공익광고/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약서 체결/ 감정노동 

홈페이지 제작/ 슬로건 및 BI 공모/ 감정노동 서포터즈단/ 우수사례기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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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와 녹소연,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참여기업은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인

식과 태도의 전환이 소비자권익증진과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기업·소비 

문화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협

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참여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한

다.

제5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이 협약은 참여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약서의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014년 7월

[공동 협약서]

안전보건공단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단체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 감정노동

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 전국협의회(이하“감정노동 전국협의회”라 한다)는 감정노동의 문

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주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범

   

서울특별시장  상임대표 회    장

박 원 순 이 덕 승 정 길 호

(代) (代) (代)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도 상 철 구 본 준 고 광 현

(代) (代) (代)

 

사     장 대표이사 대표이사 

강 정 석 장 평 순 김 혁 수

(代) (代) (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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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 주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1. 감정노동 전국협의회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

써 감정노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정노동자

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3. 사업주단체는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및 보호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감정노동자를 배려하

는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근로자단체는 사업장내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주와 적극 협력한다.

5. 전문가단체 및 학계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업컨설팅, 관련연구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6. 소비자단체는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간다.

7. 이 협약서는 공단과 감정노동자 보호단체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그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효력을 가진

다.

8.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하고 각 1부를 보관한다.

2014년 7월 18일

안 전 보 건 공 단
 이사장   백  헌  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이  성  환

한 국 소 비 자 연 맹
회 장   강  정  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 장   주  경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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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만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  성  종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 장   정  길  호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회 장   조 영 광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 장   정  혜  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 장   김  희  걸

(사)한국이에이피협회
회 장   노  만  희

 

▷우수사례기업 선정

*산업안전보건공단 : NC백화점 순천점, 디큐브백화점, LG전자, NH농협, 하람커뮤니티, 현대 씨

앤알

*서울시 : NS홈쇼핑, LG전자, 애경, 동아제약, 교원, 한국야쿠르트

4. 2015년 사업구상

* 각 영역별 사업구상

구 분 내 용

네트워크 회의 단체대표자회의(년초), 정례회의(격월), 임시회의(필요시)

정책연구 실태조사, 여론조사, 토론회, 표준고객응대메뉴얼, 치유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홍보 대국민캠페인(격월), 감정노동 현장순회 홍보캠페인, 감정노동자 인권 콘서트

언론 기자회견, 성명, 보도자료, 인터뷰, 기고

입법 추진 감정노동자 인권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추진, 추가 입법 발의

외연 확대 각 분야별 단체 네트워크 참여 추진

예산
분담금 년 1회 납부(노동단체만 해당/ 조합원규모별 차등)

30만원(1만이하)/ 50만원(3만 이하)/ 70만원(3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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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영역에서 바라보는 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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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사무총장)

□ 감정노동자 문제의 추세와 심각성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 땅콩 회향사건, 백화점 주차요원 굴욕,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감정노동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콜센터의 전

화상담원을 비롯한 유통매장의 홍보 도우미 및 판매사원, AS서비스기사, 주차요원, 경비원, 항공

기 승무원, 간호사, 은행창구직원, 택시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미용사 등 전문직업이나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는 ‘일하는 내내’ ‘어떠한 경우라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감

정과 태도를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그 표현 여부를 조직으로부터 늘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직무소진, 우울증, 사회심리적 건강 악화 등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

으로 표현되고 있다.

□ 감정노동자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감정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고객응대지침을 받고,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응대지침의 

내용과 준수 등에 의한 불합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감정노동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친절함 자체가 아니라 강요되는 친절함의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감정노동자들이 상대하는 수많은 고객 중에는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 소비자도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참아서는 안 되는 경우에도 많은 회사에서 무조건 

순응하고 친절을 요구 받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모니터링을 당하고, 고객 게시판에 항의가 올라오게 되면, 설

기업의 입장에 바라보는 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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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소비자가 악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악성소비자는 감정노동자들의 근로의욕뿐만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결국에는 판매가격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선

량한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최근 악성소비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된 상황으로, 기업에서는 그간 일

관성 없는 보상으로 악성소비자를 양성한 데에 대해 반성하고, 무조건적인 보상 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가 대두되었다.

□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이러한 감정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최근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차원의 보호는 아

직까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법제도적 예방과 구제방법이 미흡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노동법학계의 논의는 미진하며, 다만 경영분야에서의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이

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노동계, 소비자단체,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감정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이는 감정노동자의 문제는 기업과 감정노동자의 당사자간만 문제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 그리

고 소비자와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현재 기업에서의 감정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감정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노동환경의 개선에 

국한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이 또한 향후의 감정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출발점에서 나름 의미

가 크다.

□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감정노동과 이로 인한 정

신건강의 위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감정노동의 현실과 위험성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켜야 하고, 개별 기업에

게 폭력적인 고객에 대한 응대거절 및 고발조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업무상 재해의 예방에 대해서 사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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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신건강의 위험을 근로환경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일 

때, 기업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업에서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정노동자를 자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MOU를 

통해 마련된 사업자의 행동강령을 각 기업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Win-Win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방향 
- 유해요인조사의 분석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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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션 운영방식 : 발제 및 토론 방식

2. 주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3. 내용 

▶ 발제 :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유성기업을 중심으로)와 방향(허승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화선테 팀장)

 
▶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패널(모딘, 티센, 광주교육청, 세정, 서울대병원 등)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세정(외부기관과 사내자체조사를 모두 진행했던 사업장)

  - 광주교육청(유해요인조사를 다른 의미(인원)로 접근했던 사업장)

  - 서울대병원(개선에 중점을 둔 사업장)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방향

-� 지난�유해요인조사의�분석과�노동조합의�역할�중심으로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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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노동자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진 상황에서 참여도가 낮을까 걱

정을 하였지만,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포럼에 참여해주셨

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제자료가 준비되어 한편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시간의 부

족으로 많은 논의를 못했던 점이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에 제약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해요인조사 이후의 2가지 활동(의학적 조치, 현장개선)에 노동조합의 개입이 요구되며, 이는 조

합원들이 유해요인조사에서 바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선활동은 예방이 중요한 근골격계질

환 측면에서 매우 주요한 활동이며, 노동조합의 개입여부에 따라 양질의 사업결과를 만들 수 있

다고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시스템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미국의 개선전문가를 통한 현

장개선시스템과 국내에서 개선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계기

로 상시적인 개선활동 체계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유해요인조

사 자체가 잘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장과 반대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사업장 

노안 담당자들의 사례발표는 많은 질문과 호응으로 질 높은 내용공유가 되었습니다.

최근 제조업 중심의 유해요인조사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업종, 다양한 

대상(비정규직,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 이주노동자, 영세사업장 등)의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년 포럼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

으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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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무(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팀장)

3년마다 진행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이하 유해요인조사)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시점에서 유해요인조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

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유해요인조

사의 전반적인 점검과 추후 유해요인조사의 방향을 설정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3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된 배경에는 아마도 다음의 2

가지가 핵심일 것이다. 그 하나는 근골격계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다. 1986년 방송국 타이피스트의 

산재 인정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994년 20명, 1995년에는 128명 등을 기록하

였다. 1995년 한국통신 전화번호 안내원들의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

은 이듬해 345명이 산재로 인정되는 국내 최초 집단요양 사례로 남았다. 

 

지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점검과 현장 개선활동 방향

<그림 1> 근골격계질환자 통계(노동부, 산업재해통계 자료, 199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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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점진적 증가 추이는 계속되었고, 2003년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한

국통신 사례에 있듯 노동조합의 건강권에 대한 목소리이다. 국내에서 근골격계질환이란 용어 자

체가 생소한 시점부터 ‘직업병 인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

다. 이러한 고단한 투쟁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고, 이것은 사회적 공감대로 발전하여 이른바 

‘법’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자 통계를 언급한 김에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근골격계질

환자 통계 그래프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점차 증가하던 질환자는 2003년에 전년대비 2.5배

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 이는 유해요인조사가 법제화되던 시기로 유해요인조사의 실시로 

인해 질환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던 질환자는 2006년 6,233

명으로 역시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질환자 증가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통계 생산 방법이 바뀐 

것이지 실제 질환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2005년까지는 근골격계질환자 통계자료

에는 ‘사고성 요통’환자는 별도의 구분이 있었으며, 이는 근골격계질환자 통계로 산술되지 않은 

것이다. 2006년에는 사고성 요통과 근골격계질환과 구분의 모호성 및 행정적 처리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근골격계질환자로 편입되어 산술되었으며, 그 결과 2배를 상회하는 질환자 통계결과가 발

생되었다, 그러나 ‘사고성 요통’ 환자를 제외하고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환자만을 비교하면 2005

년 1,926명에서 2006년 1,615명으로 1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환자의 감소추세

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7년을 살펴봐도 1,390명으로 13.9%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퍼센티지포인트의 증가는 2008년, 2009년도 통계부터 발생하였지만, 

2010년, 2011년 이전 2년의 증가폭과 비슷한 비율로 감소한 후 2012년 크게 증가하였다(전년대

비 2008년 +5.8%, 2009년 +8.7%, 2010년 –3.8%, 2011년 –10.1%, 2012년 +23.9%). 

2008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 의한 업무관련성 심의제도가 마련된 후 승인율

은 15%내외 감소하였다(2008년 1~6월 불승인율 39.2%, 2008년 7~12월 불승인율 55.3%).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구성인원 및 전문성 부족, 심의과정, 전문적인 현장조사 부재, 위원장의 과도

한 권리, 질환자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질판위로 개선이 되던가, 아니면 질판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

격의 시스템도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법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보다는 노동계, 학계 등의 희생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 기술하였다. 이러한 법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법에 민감한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는 사업장에서만 시행될 뿐

이었다.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한편으로 법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개 항목’은 노동부고시로 발표되었는

데,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특성을 11개로 한정시킨 것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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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에 부담이 없는 작업이란 것인데, 그렇다면 질환자도 명시된 작업에서만 발생해야 하지

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한정은 사업주 의무를 면책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학계에서도 반발이 매우 심했지만 노동부고시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항목에 해당되는 작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수행되

는 작업을 기본으로 각 항목당 노출시간이나 회수 등을 명기하였다. 2003년의 해당 노동부고시는 

수회의 개정을 통해 2014년 8월 1일부로 개정, 발표되었다. 

 

노동부 고시 이외 10여년의 유해요인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법이나 규칙, 지침 등이 만들어졌다

(<그림 2> 참조). 물론 2003년 이전에도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2000-72호, 2001)이나 컴퓨터 단말기 사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관

리공단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유해요인조사의 법제화 이후 다양한 요구와 필요

성에 의해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많은 지침들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계정되고 있다.

구분 조건 내용

제1호 4시간/일 이상 VDT 작업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집중적인 자료입력

제2호 2시간/일 이상 반복성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3호 2시간/일 이상
작업자세

-팔(어깨)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4호 2시간/일 이상
작업자세

-목, 허리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5호 2시간/일 이상
작업자세

-다리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6호 2시간/일 이상
작업자세

-손(손가락)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제7호 2시간/일 이상 무리한 힘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제8호 10회/일 이상 중량물 취급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9호 25회/일 이상
중량물 취급 

및 자세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제10호
2시간/일 이상, 

분당 2회 이상

무리한 힘, 

반복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11호
2시간/일 이상,

10회/시간 이상
충격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표 1>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항목(노동부고시,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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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 법제화 초기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근골격계질환자 승인율을 발표했다. 초기 90%에 

달하던 승인율은 점차 줄어들어 최근 50%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노동부를 통해 매년 발표

되는 산업재해 통계자료에는 근골격계질환자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보다 먼저 근골격계질환 문제

를 고민했고 인간공학적인 시도를 수행했던 미국의 경우, 관련된 개입이 시작된 10년 이후부터 

점차로 근골격계질환자가 줄어들었으며, 전체 산업재해의 30% 정도 선에서 안정화 되었다. 이는 

국내의 경우와 사뭇 다른 점이 2가지가 있다. 우리는 본격적인 개입이 있었던 2003년부터 질환

자가 감소하고 있다. 즉 관련된 개입이 시작되자마자 이듬해부터 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

이다. 질환자의 감소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예방관리프로그램이 구

동이 되며, 법적인 사업주 의무들이 올바로 지켜질 때 발생되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환자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시점이 빨라진다던가, 적극적인 현장개선

으로 질환 발생 환경을 줄인다던가, 근골격계질환 치료 시스템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던가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2003년 유해

요인조사가 시작된 이후 2007년까지 질환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해보니, 실제 이유는 2가지로 

요약되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율 감소를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며, 또 하나는 공상 처리 환자의 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윤근, 2007). 동 

기간내 일반 사업장의 안전담당자를 통해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 50.8%에서 64.4%로 공상처리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공상 처리 건수의 증가는 산재 다발로 인한 정부의 관리/감독 증가

에 부담을 느낀 사업장에서 공상을 유도한 측면도 있었으며, 산업재해 청구시 불승인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느낀 질환자가 공상을 선택하는 원인이 동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국내 대부분의 

<그림 2> 유해요인조사 2라운드까지의 정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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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심사청구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사업장의 지원은 진행되지 않는다. 즉 산

업재해로 불승인이 나는 경우 치료비나 기타 의료비는 온전히 질환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러

한 부담은 질환자에게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승인율이 높지 않은 시점

에서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정부차원의 법이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재해에서 근골격계질환

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7%수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 30%선에서 안정화 된 미국의 경우

와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구조적 측면의 차이를 이유

로 들고 있는데, 국내 산업구조 또한 많이 선진국화 되었다. 서비스업종의 비율이 전체 산업의 

60%를 넘어선지는 꽤 오래전으로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

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산업재해자 중 근골격계질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는 환경이라 판단

된다. 즉 근골격계질환율이 현실과 달리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우선 질환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보험

보상금이 많아지고, 정책적 변화가 생길수도 있으며, 대체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에도 급격한 변화

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자가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올바른 통계로 인해 적당한 개입

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대책과 정책적, 행정적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주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서 논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중 근골격계질환 관련사항

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항 제목 내용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유해요인조사

-시행주기 3년

-조사의 주요내용: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수시 유해요인조사 시행 조건

-작업자 또는 작업자 대표 참여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작업환경개선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작업자는 운동범위의 축소, 악력 저하, 기능 손실 등 징후가 

나타날 때 사업주에게 통지

-사업주는 징후가 나타난 작업자에게 의학적 조치 및 해당 작업에 

작업환경 개선을 시행

안전보건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작업자에게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교육 수행

-유해요인조사 후 결과, 조사방법 등에 대해 보고

안전보건규칙

제662조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조건

<표 2> 근골격계질환 관련 안전보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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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

금형이 가해진다. 그러나 적극적인 관리/감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고소 등에 의해 처벌

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그 처벌 또한 강제성에 비해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해요인조사를 노/사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은 제조업에서 가장 활발하다. ‘근골격계질환은 

단순반복작업에서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주로 제조업종 대상의 질환으

로 타 업종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때도 있었다. 다행히 최근 반복성 뿐 아니라, 무리한 힘의 

사용, 불안정한 작업자세나 정적인 특성 등 다른 위험요인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올바

른 인식이 퍼지면서 제조업 이외의 분야로 유해요인조사 시행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서비스업종에서도 유해요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 호텔, 식당, 운송 

등에서부터 건설업이나 기타 공공기관에까지 유해요인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

해요인조사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다. 쉽게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곳에서 대부분 

유해요인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주로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는 집단으로 소규모 영세사업

장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또는 하청구조 속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으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골격계질환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개입, 개선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1. 질환자 관련 

① 근골격계질환자의 심사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질판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성인

원 및 전문성 부족, 심의과정, 전문적인 현장조사 부재, 위원장의 과도한 권리, 질환자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비판이 있었던 질판위시스템에 대해 또는 업무상질병 판정시스템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② 질환자 승인율이 너무 낮다. 미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재해의 약 30% 내외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내 근골격

계질환과 관련된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낮은 승인율과 공상처

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가 있다. 질환자가 산업재해로 드러나는 것은 개입에 

대한 당위성과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다양한 연구나 개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예

방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질환 유병율과 심각성을 낮출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 제한

-중량물 취급시 무게한도에 대한 권고기준 제시

-중량물 형태 및 일반조건 제시

안전보건규칙 

제665조
중량의 표시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

-취급 곤란시 손잡이 부착 또는 보조도구 활용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 -중량물 취급시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교육



2015�노동자�건강권�포럼132

③ 질환자 통계 생성시 업종 등 세부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매년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을 통

해 유포되는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기타” 부분에 대한 포션이 너무 크다. 통계자료는 광업, 제조

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의 사업 등 국내산업을 10개로 구분하여 신체부담작업, 요통, 수근관증후군 등의 케이스를 카운

팅하고 있다. 국내 2012년 근골격계질환자는 총 5,327명이었으며, 그 중 기타의 사업 구분에서 

2,004명, 전체의 약 37.62%가 발생되었다. 이는 제조업종(2,489명, 46.72%)에 이어 2번째로 질

환자가 많이 발생한 업종이었으며, 안전보건 측면에서 긴밀히 다루어져야할 영역인 것이다. 기타

의 사업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질환자를 분류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유해요인조사 관련

① 아직도 유해요인조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

한 미온적 태도와 낮은 처벌 수위가 지적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이 문제되는 사업장임에도 유해

요인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이거나 사업주의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낮은 의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인 또는 인력

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통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

와 더불어 관리/감독의 강화 등이 필요할 수 있다.  

② 유해요인조사 이후 활동은 크게 의학적 조치와 현장 개선으로 요약된다. 의학적 조치는 질환

자 관련 사항으로 앞서 설명한 바 있다. 현장 개선은 유해요인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모든 질환과 다를 바 없이 근골격계질환 역시 조기발견, 조치치료가 매우 주요한 질환이다. 또한 

예방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개입인 것이다. 예방을 위해 현장개선은 끝없이 요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주제인데, 국내에서 “유해요인조사 이후의 현장개선”은 대체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비용적인 투자가 어려운 사업장도 있으며, 적절한 개선방향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설비의 

턴오버 주기가 비교적 짧아 시설투자가 비효율적인 경우, 사업주나 경영진의 개선의지가 낮은 경

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문제점에서 본 토론에서는 현장 개선활동이 잘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현장개선 전문 컨설팅업체가 있을 정도로 개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들은 현장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비용적 측면과 위험성, 작업성 등등을 반영

한 개선안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개선안의 현장 적용을 논의하는 구조를 

체계화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현장에 개선안을 적용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현장개선 활동이 국내에서는 잘 진행되지 못한다. 특정업체에서는 현장개선 절

차서를 마련하여 개선안이 수집되고 현장에 적용되는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인 현장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도 있다. 또는 작업자 대표(실행위원 또는 실무위원 등)들의 주기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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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간을 보장하여 개선안을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여 현장개선의 지속성을 꾀하는 사업장도 

있다. 사내 제안제도를 보완하여 평시에도 양질의 개선안이 수집되도록 개선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해 동안 많은 사업장을 점검하며 개선이 잘 진행되는 사업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만큼 

현장개선은 다양한 요인(이를테면 노/사간 입장차이, 편성된 예산의 범위, 작업자간 의견 충돌 등

등)과 조건들이 절충될 때 비로서 진행이 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유해요인조사 또한 수년 

전부터 현장개선에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해요인조사를 기획하

였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본 연구소에서 유해요인조사를 3차례 연속 수행하였던 한 제조업

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례를 소개하고, 또 다른 형태의 상시적 개선활동을 수행하였던 

사업장들의 개선 시스템을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안이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무엇

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유해요인조사 시기에 집중적인 개선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소가 수행했던 초반의 유해요인조사에는 작업의 위험성 정의를 통해 근골격계질

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의 유해요인조사는 효율적인 현장개선을 위해 기획되었다. 

현장평가 이후 실행위원의 작업자 의견 수렴과정, 작업자 간담회, 실무진 워크숍 등 다양한 기획

을 통해 현장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접근 가능한 대

부분의 개선안들은 현장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동안 

개선이 진행되지 못한, 즉 적절한 개선안이 없는 공정에 대한 개선요구를 담은 유해요인조사가 

요청되었다. 연구소는  자동화기계 설계업체와 동시에 해당 공정을 검토하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실패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약 8년간 해당 제조업체의 유해

요인조사를 진행하면서 비교적 개선이 잘 진행된 사례로 여겨지나 현재 몇 몇 근본적인 개선안

(레이아웃이나 큰 설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개선안)들은 진행되지 못하

고 있다.

상기 제안된 개선활동은 유해요인조사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장개선활동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한계가 있었다. 우선 개선안 수집절차가 한정적이다.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하면서 

연구진이 만나는 작업자 또한 한정적이며, 연구진의 경험이나 벤치마킹 수준 또한 한정적인 것이

다. 그러나 기획여부에 따라 상시 개선활동, 개선안 수집활동, 작업자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시스템

의 경우 수집된 개선안의 질이 좋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상시 개선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을 소개한다.

먼저 서울대병원 추진팀의 사례이다. 서울대병원은 노/사 실무진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추진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현장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에 대해 대책과 개선안 협의를 수행한다. 추진팀에 참여하는 노/사의 실무진 구성인원은 각 안전

/보건 담당자 이외에도 논의된 개선안의 현장 적용 결정이 가능한 부서장 이상의 직급을 포함하

였다. 유해요인조사에서 수집된 개선안, 현장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개선안 또는 여러 소모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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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해 제안된 의견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개선안이 추진팀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일상 활동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장에서 개선이 가장 잘 진행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시 개선활동이기는 하지만 접근방법이 다른 사업장도 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일정 주기(1~2

달)로 개선팀을 구성한다. 개선팀은 라인 또는 반을 타겟으로 전반적인 개선을 집중적으로 정해

진 기간에 수행한다. 해당 라인 또는 반의 책임자와 작업자 대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공무담

당자 등은 작업자 의견 수렴이나 검토 회의 등 다양한 개선안, 개입지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

장개선이 수행된다. 개선안의 현장 적용 실패를 막고, 정해진 주기별로 개선안이 재검토되는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부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공학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현장개선 컨설팅업체들이 있다. 사업장의 전반적

인 개선활동을 개선안 수집 단계부터 개선안 평가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에 따라 주기

적인 현장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컨설팅 받기도 한다.

이상 정리된 사업장 이외 개선활동이 잘 진행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요인조사 방법, 

개선활동 방법, 기타 여건 등을 논의하고 현장 개선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

해 토론한다.



방사능 노출로부터 우리가족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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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션 운영방식 : 발제 및 토론 방식

2. 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3. 내용(사회 : 이윤근)

① 발제(60분)

발제1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례(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발제2 생활환경에서의 방사능 피폭 사례(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② 종합 토의 (60분)

토론1 직업적 노출 문제(관련 노동자 )

토론2 먹거리와 방사선 피폭 문제(차일드 세이브)

토론3 탈핵과 시민운동(탈핵 활동가)

토론4 전문가 토론

방사능�오염으로부터�우리가족�지키기

-� 직업과�생활환경으로부터의�방사선�피폭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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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함

1) 방사선의 직업적 피폭 문제

- 비파괴검사, 의료방사선, 원자력발전소, 탄광 노동자, 항공기 승무원 등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특성과 노출실태에 대해 발제.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국내에서 인정

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업병 인정 사례와 구체적인 노출농도 수준을 분석하여 발표함.

2) 생활환경에서의 방사선 노출실태

- 암석 및 토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라돈, CT 등 의료방사선 피폭실태, 흡연 등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함. 

2. 토론 내용

- 울산지역에서 진행된 비파괴검사자 직업병 인정 투쟁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

함

- 특히 직업적 피폭문제에 대해 작업 관련성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음. 

3. 평가 

-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방사능 관련 주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많은 관심들을 표현함. 

- 지금까지는 방사능 문제가 나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문제로 생각했었는데 우리 가족 모두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음. 

- 특히 직업적 피폭과 직업병 사례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공

유할 수 있었음. 

- 다음 포럼에서는 강좌형태로 탈핵 관련 세션 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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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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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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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션 진행

(1) 발제 1.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 명숙(인권운동사랑방)

 - KT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여 2014년 11월 보고했던 내용을 재정리하여 발표

함.

 - 조사연구팀 내부에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제언도 발표.

(2) 발제 2.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다무라 아키히코(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

(3) 발제 3. 프랑스 판례, 한국 판례 등으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

망을만드는법)

(4) 이야기나눔: “내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

□ 사회: 이해관(KT 새노조)

□ 이야기손님

 - 대신증권 노동자 김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

 - 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

 - 서울도시철도 노동자 김태훈 (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

 - 서울대병원 노동자 우지영

 - 다산콜센터 노동자 김영아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장)

□ 사전질문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말한다는 것이 아직 이르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설명하자면, 직장 내

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위를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노동자에게 정

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며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외에도, 예를 들어,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관

계에서도 거래상 우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가할 수 있겠지요. 최근 이른바 ‘땅콩 회

항’ 사건에서 피해 사무장이 “이런 모욕감과 인간적 치욕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말했는

데요, 직장 내에서 이러한 인격적 모멸감을 받는 일들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것입니

다.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에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과도한 실적요구,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모욕적 대우 및 언사, 불필요한 업무 부여, 직장 내 왕따, 심지어 신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직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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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괴롭힘의 양태는 다양합니다. 그 동기 또는 원인 역시 여러 가지입니다. 구조조정 내지 해고

를 목적으로 한 경우,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정

규직 전환을 빌미로 괴롭히거나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괴롭히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고 과도

한 경쟁과 성과주의에 따라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 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무너지

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된 자리에 직장 내 괴롭힘이 한층 더 파고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생활에서 감내해야 할 일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

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도 비

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불쾌한 해프닝 수준으로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이를 규제할 법

적, 제도적 장치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세계 주요 나라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폭력

의 새로운 얼굴’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보고자 노동자건강권 포럼에서 직장 내 괴롭

힘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세 가지 발제에 이어서 이야기나눔 코너에서는 노동자들이 각자의 작

업장에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나눔에 참여하는 

분들께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사전 준비를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질문 1] 소속 직장의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직장의 업무 특성, 기업 문화의 특

성 등을 고려하시면서 소속 작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분 정도)

KT의 경우는 다양한 직종(영업, 전화 개통 등 다양한 기술업무 등)과 전국에 사업장이 있음을 악

용하여 잦은 직무 및 근무지 변경을 주된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50대 여성을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화 개통하라는 업무를 시킨다거나, 비연고지 심지어 도서 지역으로 인사조

치해서 사람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방식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명퇴거부자

들과 노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괴롭힘이 행해졌습니다. 

[질문2] 본인 혹은 동료가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5분 정도) 

KT의 경우 50대 여성을 전봇대에 올라가서 인터넷 개통하라고 지시하고는, 전봇대에 오르지 못

하자 이를 교육한다고 전화국에 별도의 전봇대를 놓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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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지금도 그 치욕감을 고통스럽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온 이야기 내용 

 - 명예퇴직 거부시 괴롭힘 자행됨. 겨울산행 또는 사회봉사시설 가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기 등 

(대신증권 사례) 

 - 2년마다 하청업체 바꾸면서 재계약하여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괴롭힘 자행됨. 휴식시간을 제

대로 보장하지 않으며, 회식시 노동자를 임원진들의 도우미처럼 여김. (톨게이트 사례)

 - 1인 승무 체제 자체로 스트레스가 높음. 건강이 안 좋음에도 승무 강요, 사측에서 노동자 성

향 파악. (도시철도공사 사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으러 다니면서 각종 

방식의 압박을 행함. (서울대병원 사례)

 - 노조를 만들자 팀장 바로 옆에 자리를 위치키시고, 잘 알지 못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괴

롭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고용 계획이라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

라 생각. (다산콜센터 사례)

2. 평가

- 2014년에 진행헀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해외의 대응을 

발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

-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괴롭힘 행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대응을 위한 논의에 참고함.

- 시간의 부족으로 이야기나눔 손님들과 세션 참가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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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KT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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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무라 아키히코(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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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들어가며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

행되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다. 프랑

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등으로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지지

는 않았다. KT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해고를 회피하는 전략으로서, 또는 

노동조합 활동가 등 회사에 비협조적인 노동자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이 

사용되고 있다.2) 그밖에도 직장 내 위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모욕, 부당한 업무부여, 따돌림 

등의 방법으로 일상적인 괴롭힘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용인 또는 조장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

른바 ‘민주노조’가 사라진 자리에서 개별 노동자들이 괴롭힘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이

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이 느끼는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

하여 사회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별도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외의 법적 규율 사례들을 살펴보

면서 한국의 상황을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해외의 직장 내 괴롭힘 규율 현황

1990년대 이후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와 규율에 관한 

1) 이 글은 2014. 11. 14.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발표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의 ‘4. 해외 사례 등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규율’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일본에 대한 서술을 삭제한 것이다. 

2)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그 분석은 『자본의 노동자 통제전략에 맞선 우리의 대응 – 자본의 노동자 
통제전략 대응 연구 보고서』, 2013을 참조. 

한국 판례, 프랑스 판례 등으로 보는 본 직장 내 괴롭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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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활발해졌다. 

ILO가 1998년 초판 출판한 「노동에서의 폭력(Violence at work)」보고서는 노동에서의 괴롭힘

을 ‘폭력의 새로운 얼굴’로 인식하고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유럽기본지침 89/391/EEC(European 

framework directive 89/391/EEC)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모든 유형의 위험’을 해결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2007년, 유럽노

동조합연맹(ETUC/CES), 유럽경영자연합(BUSINESSEUROPE), 유럽중소기업연합(UEAPME), 유

럽공공부문사용자단체(CEEP)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자율적 기본협약(The 

autonomous 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은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괴롭힘과 폭력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절차를 담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3) 

각 국가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제를 만

들어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몇 가지 입법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스웨덴4) – 1993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명령」(Victimization at Work Ordinance, AFS 

1993:17)이라는 정부 차원의 명령이 채택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규를 세계 최초로 마련

하였다. 이 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victimization, 스웨덴어 kränkande särbehandlingk)을 “노동

자에게 공격적 방식으로 반복되어 행해지는 비난받을 만하거나 뚜렷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대상 

노동자를 직장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직

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사용자는 최대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야 하며, 괴롭힘이 직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

기 징후와 문제가 있는 업무를 감지할 수 있는 일상적 조치,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구제조치 등

이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핀란드5) – 직업보건안전법(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No. 738/2002)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기타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또는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여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③ 캐나다6) – 퀘백주에서 2004년 제정된 「직장 내 정신적 괴롭힘 법」(Psychological 

3) Maarit Vartia-Vänäänen,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in the EU and Finland”, 2013 JILPT Seminar on 
Workplace Bulling and Harassment, pp.9~10. (위 세미나 자료집 중 일부는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Vol.10 
No.8, 한국노동연구원, 2014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부분 서술은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위 명령의 영어판(http://intra.kth.se/en/anstallning/pa-lika-villkor/diskrim
inering-och-k/krankande-sarbehandling-1.471496); Margaretha Strandmark,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i
n Sweden: Mobilizing against Bullying”, 2013 JILPT Seminar on Workplace Bulling and Harassment, 2013, p.36.

5) Maarit Vartia-Vänäänen, op.cit., pp.18~19.
6) Chainey, Anick. "Workplace violence and psychological harassment: An overview of the Quebec 

experience." National Administrative Law, Labour &Employment Law and Privacy &Access Law Conference. 2010; 
서유정, 「직장 내 따돌림: 기초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관련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king paper 2013-2, 2013, 11
면 참조.

http://intra.kth.se/en/anstallning/pa-lika-villkor/diskriminering-och-k/krankande-sarbehandling-1.47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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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assment at Work Act)은 근로자가 정신적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로 환경에서 일할 권

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신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

며, 정신적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매니토바 주, 온타리오 주 등에서는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 속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밖에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등에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구별하여 

직장 내 괴롭힘만을 규율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반적 산업안전보건에 관

한 규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차별금지법, 괴롭힘 관련법

을 근거로 규율하기도 한다. 브라질의 경우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2000

년 지방 노동법원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노동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직장에서의 정신적 괴롭힘

(assédio moral)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7) 일본의 경우도 후생노동성은 실태 조사와 워킹

그룹 구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배경, 원인, 접근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독

자적인 법제가 있든 없든,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프랑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제

이 발표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해외의 법적 규제 사례는 프랑스의 경

우이다. 프랑스는 2002년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의 개념을 노동법전(Code de 

travail)과 형법전(Code de pénal)에 도입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관

한 최고법원 판례만 매해 100건이 넘는 등 실제 사례를 통해 규율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의 필요성이 크다.8)

7)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도 직장 내 노동자를 괴롭혔다는 혐의로 형사상 고발되거나 피소된 바 있다. 예컨대, 브라질 노동검
찰은 삼성전자 캄파니스 공장에서 사측이 노동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1) 삼성전자
가 고용주의 경영권을 통상적 제한을 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 및 (2) 브라질 노동법에 반하는 징계 등 수단을 없앨 것, 및 (3) 삼성전자가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외 다양한 복지기관에 50만 리알(한화 약 2억2천만 원 상당)을 기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정 
합의로 종결되었다. 법정합의문에 대한 설명 및 삼성전자 사안에 대한 소개는 http://mpt-prt15.jusbrasil.com.br/noticias
/2837741/samsung-acordo-judicial-com-mpt-poe-fim-ao-assedio-e-gera-r-500-mil-de-indenizacao-por-danos-
morais; “한국 기업들, 브라질 노동자 정신적 학대 말라”, 경향신문 2013. 8. 20. 기사; 위 합의문(TERMO DE AJUST
AMENTO DE CONDUTA Nº 320/2011) 참조. 

    또한 브라질 LG전자의 경우에도 Simone de Gouvea Rosa 라는 노동자가 한국인 중간관리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LG 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45만 리알을 노동자 조직기구(Fundo de Amparo 
ao Trabalhador)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현재 이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LG 전자 사건에 대한 설
명은 “Assedio moral assambra a LG”, ESTADAO 2010. 2. 8. 기사 참조.

8) 이하의 서술은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Loïc Lerouge,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in France and Few 
Comparisons with Belgium: a Legal Perspective”, 2013 JILPT Seminar on Workplace Bulling and Harassment; Loïc 
Lerouge, 「프랑스 노동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국제노동브리프』 Vol.12 No.9 , 한국노동연구원, 2014; 양리원, 
「프랑스 텔레콤 사례로 살펴본 프랑스법상 근로자 자살과 그 책임의 문제」, 『국제노동브리프』Vol.10 No.8, 한국노동
연구원, 2012.; 조임영, 「직장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노동법논총』 제25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조임영, 
「프랑스의 ‘노동에 있어 정신적 괴롭힘(harcelement moral)’규제에 관한 법리」, 『노동법논총』제22권, 한국비교노동법

http://mpt-prt15.jusbrasil.com.br/noticias/2837741/samsung-acordo-judicial-com-mpt-poe-fim-ao-assedio-e-gera-r-500-mil-de-indenizacao-por-danos-mor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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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의 배경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Marie-France Hirigoyen이 1998년 『정신적 괴롭힘, 무자비한 폭력(Le 

harcèlement moral, la violence perverse au quotidien)』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면서 프랑스 

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9) Hirigoyen은 직

장 내에서의 정신적 괴롭힘을 “고용관계 혹은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개성, 존엄성, 인

간의 신체적·심리적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모욕적 행동, 언어, 제스추어,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저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으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신체적 폭력에 대응하여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내면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사회적·입법적 논의가 계속되다가 2002년 1월 17일 사회현대화법률(loi du 17 janvier 2002 

de modernisation sociale)이 제정되면서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노동법전 및 형법전에 도

입되었다. 이로써 프랑스 법체계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독립적인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었

다.10)  

나. 법률의 주요 내용

프랑스 노동법전에서 정신적 괴롭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떠한 노동자도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전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

어서는 안 된다.”(L1152-1조) 

그리고 정신적 괴롭힘에 관해 사용자의 일반적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L1152-4조), 가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L1152-5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파기된 경우 무효로 간주되고,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에 위반된 모든 규정 또는 행위 

또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L1152-3조). 나아가 프랑스 형법 전에서도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조항(222-33-2조)을 두어 정신적 괴롭힘 가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노동법전은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구제절차를 촉진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실질화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①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었거나 겪는 것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뿐

학회, 2011;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http://www.kli.re.kr/kli_home/winfo/vew.home-33000?pageNo=&conditio
n=subject&keyword=%ED%94%84%EB%9E%91%EC%8A%A4+%ED%85%94%EB%A0%88%EC%BD%A4&rowNum=
&year=&seq=2730&listNum=3, (자료검색일 2014. 10. 30); 목수정, “‘신자유주의의 죄’를 묻는 프랑스”, 2012. 7. 12.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72119375&code=990100. (자료검색
일 2014. 10. 30)

    경영방식에 의한 정신적 괴롭힘과 프랑스텔레콤 사례에 관한 리서치와 번역, 프랑스 법조문에 관한 번역은 공익인권변
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호원 자원활동가가 수행하였다.

9)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도착적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어 있다. 
10) 한편, 水谷英夫은 프랑스의 사회현대화법률이 제정된 배경에 대한 흥미로운 서술을 하였다, 정부보조에 의하여 대우 공

장이 로렌 지방에 진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출산 휴가나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하루 종일 독실에 가두거나 특별히 일을 
주지 않는다든지, 담배꽁초를 줍게 하는 등의 굴욕적인 일을 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
여 1999년 공산당이 정신적 괴롭힘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사회현대화법률에 삽입된 
것이라고 밝힌다. 水谷英夫, 『識場のいじめ: 『パワハラ」と法』, 2006, 88면; 이준희, 「직장 내 집단 괴롭힘
(mobbing)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21면에서 재인용.

http://www.kli.re.kr/kli_home/winfo/vew.home-33000?pageNo=&condition=subject&keyword=%ED%94%84%EB%9E%91%EC%8A%A4+%ED%85%94%EB%A0%88%EC%BD%A4&rowNum=&year=&seq=2730&listNum=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7211937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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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을 증언하거나 기록한 것을 이유로 제재, 해고, 보수, 직업교육, 재배치, 

배치, 직업자격, 직업등급, 승치, 배치전환, 또는 계약의 갱신 등 기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

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L1152-2). 그리고 위 보복조치 금지 의무에 위반된 모

든 규정 또는 행위를 무효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다(L1152-3). 나아가 프랑스 노동법전은 이러

한 보복조치에 대하여 2년의 금고와 3,750유로의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다(L1155-2조). ②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노동자가 괴롭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제

시하면, 상대방이 그 행위들이 괴롭힘과 관계없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L1154-1). ③ 노동조합이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L1154-2), 개별 노동자가 권리 주장시 돌아가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두고 있다.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에서 입사지원자(le candidat à un emploi), 인턴 중이거나 교육 기간 중인 

사람(à un stage ou à une période de formation en entreprise)도 규정하여 이들을 직장 내 괴

롭힘의 보호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예방 의무에 관해서는 기존에 ‘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데서 나아가 ‘신체 및 정신 건강’이라고 표현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호

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L4121-1). 

다. 경영방식에 의한 정신적 괴롭힘

아래에서 보는 프랑스텔레콤 등의 기업에서 행해진 노무관리방식이 논란이 되고 많은 수의 자살

자가 발생하자, 정신적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필요한지, 경영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괴롭힘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법문상 

“…노동환경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이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

힘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괴롭힘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나, 하

급심 판결에서는 그 판단이 엇갈렸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9. 11. 10. HSBC France 판결에서 정신적 괴롭힘의 성립에 가

해의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다(Cass. soc. 10 nov. 2009, 08-41497). 또한 같은 날 

Salon Vacances Loisirs 판결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든 아니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그의 신체적·정신적 건상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만들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경영 방식이 상위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성립된다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경영방식이라는 이유가 정신적 괴롭힘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Cass. soc. 10 nov. 2009, 

07-45321). 이 판결에서 최고법원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주고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게시판을 통한 비인간적인 소통으로 노동자에게 우울증을 일으켰다면, 이러한 경영방침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2010. 2. 3. Socrec 판결에서도 다시금 Salon Vacances Loisirs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최고법원은 이 판결의 사안에 대해, 경영관리자가 판매원들에게 집약적 할당량을 주고 극도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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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노동 조건 속에 놓이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노동자가 동료들 앞에서 두 차례 

업무 방식에 관해 근거없는 비난을 받았으며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처하

게 되었다고 보았다.11) 결국 최고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

강을 해쳤다고 판단하며 사용자 측에 근로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을만한 정신적 괴롭힘이 인정된

다는 판결을 내렸다(Cass. soc. 3 fev. 2010, 08-44107).  

라. 프랑스텔레콤 사례

프랑스텔레콤의 사례는 경영방식에 의한 정신적 괴롭힘이 문제가 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1986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했던 프랑스텔레콤은 2005년 디디에 롱바르(Didier Lombard)가 사장

으로 부임하면서 ‘PLAN NEXT’이라는 명칭의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였다. 프랑스텔레

콤은 이 계획 하에서 3년간 2만2000명을 감원하고 1만 여명을 직종을 바꾸는 급격한 변화를 시

도하였다. 기술인력을 마케팅부서로 대거 옮겼으며, 기술인력과 연구예산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8년과 2009년 프랑스텔레콤에서 35명에 달하는 자살자가 발생하였다.  

2010년에 나온 프랑스 노동청의 보고서가 위 구조조정 과정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 이 보고서는 PLAN NEXT에 따른 경영방식이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기술하고, 경영진들의 정신적 학대가 있었음을 명시하며 노동

자가 겪고 있는 여러 위험 상황을 방치하는 경영방식에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디디에 롱바르와 당시 경영진 2명은 연이은 자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으며 형사 

고소되었다.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 괴롭힘의 성림에 가해의도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

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죄판결이 난 것으로 추측된

다. 

프랑스텔레콤과 노동자 간의 분쟁은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도 법원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민사

소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며 프랑스텔레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을 찾을 수 

있다.12) 그 중 한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텔레콤의 노동자인 원고들은 지점

장이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업무 목표량을 정해주고,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업무 성적을 

비난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사용자 측이 노동자에게 새로운 업무 방식을 지시하

고, 노동자 측이 이로 인해 미진한 업무 성적을 보였다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점장이 노동자와 고객의 대화에 간섭한 것이 유일한 구체적 사

11) 항소심 판결에 추가로 나온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원고는 노동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능력과 업무를 비난받음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크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오
히려 원고의 노동의 질 악화를 문제삼았고, 사직서에 대한 대답으로 "당신은 당신 혼자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줄 아
는, 무관심하고, 눈멀고, 귀먼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하였다. 

12) CA 11/00549 Rejette Pourvoi, Condamne France Telecom, 2011; CA 05/06096 Rejette Pourvoi, Condamne France 
Telecom, 2008; CASS 13-15.629 Rejette Pourvoi, Condamne France Telecom, 2014; CASS 10-26.363 Casse et 
Annule, Condamne France Telecom.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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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일어남과 관련되어 그 어떠한 다른 구체적 사실도 증

인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점, 부적응과 우울증의 의료기록은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지점장의 행위의 반복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보아 노동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고법

원은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

위가 괴롭힘과 관계없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원고들에게 정신적 

괴롭힘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제기하는 것 이상의 입증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

을 파기하고, 프랑스텔레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Cass. soc. 28 mars 2012, 10-26363).

마. 평가

국영통신사였으나 민영화를 시작하면서 노동환경이 악화되었던 프랑스텔레콤의 사례는 역시 민영

화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KT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KT 역시 수차례에 걸친 명예

퇴직 시행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돌연사하거나 자살하였고, ‘죽음의 

기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프랑스텔레콤과 유사하게 KT 역시 기술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 화

하여 나머지 인력들을 영업 부서로 전환시키면서 영업 부서만 비대화되었고, 노동자 내부에서 영

업 실적 경쟁이 한층 강화되었다. 명예퇴직 시기마다 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왕따, 

과도한 업무 압박, 또는 업무 미부여 등의 괴롭힘 행위들이 가해졌다. 

KT의 사례에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 행위도 발견되지만, 구조조정, 경영효율성의 

미명 하에 노동자를 압박하는 형태의 괴롭힘 행위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노동자 스스로

가 이러한 괴롭힘 행위들을 경영효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인다. 그

러나 위와 같은 프랑스의 판례들은 경영 방식일 뿐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노

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관해 인

식하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 환경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사례의 검토

한국의 경우13) 프랑스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없다. 그러나 직접

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제도의 부재가 괴롭힘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직종, 유형을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이 기존의 제도 내에서 구제가 이루어져 왔다. 프랑스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현상에 이르게 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현행 법제도 내에서 실

효적으로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3) 이하는 김동현, 「직장내 괴롭힘 – 법률적 대응을 중심으로」,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 – 직장 내 괴
롭힘 발제문, 2014, 33-48면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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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을 현행법체계 분석해 본다면, 해당 사실관계 중 주목하는 단면

에 따라 산업재해/ 해고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처벌 등으로 다양하

게 포섭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 등을 기준으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14)

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

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와 산업재해 발생의 인과관계의 입증의 문제인

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관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

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8두12642 등). 다만 개별 사례에서의 재해와 업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차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관련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은 L증권 자살사건(서울행정법원 

2004구단377, 서울고등법원 2005누26849 항소기각, 대법원 2006 11743 상고기각)과 S증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 1834, 서울고등법원 2007누7354 항소기각)이다. 전자의 경우 L증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인들(재판부는 발음의 

부정확에 대한 콤플렉스, 내성적이면서도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등을 들고 있다)이 결합되어 우울

증을 유발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이 판시에서는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S증권 사건의 경우 원고는 S증권

에서 인격적인 멸시와 모독, 퇴직압력을 받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신경증’이 발병하

여 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다시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불승

인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특징은 S증권이 원고의 증상을 불안신경증이 아닌 ‘피해망상을 

주소로 하는 편집장애의 상태’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사실조회 등을 근거로 편집장애

라는 판단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부당해고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많은 경우 사직의 종용이 행위의 목적으로, 또는 괴롭힘 행위와 병행해서 

명시적으로 발생한다.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괴롭힘의 형태로 발하여지고 불복하면 지시위반으

로 징계 해고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이른바 ‘의제(擬制)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

으나, 영미법제와 달리 우리 법은 의제해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14) 이하의 판례는 모두 기존의 국내문헌 및 언론기사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구제가 이루어진 사
건들을 발제자가 취합 정리한 것이다. 후술할 사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례와 , 특히 당사자가 구제받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와 입법 논의의 타당성 고찰은 이 사례들에 대한 종합
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나,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를 발제자는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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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당해고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괴롭힘의 경우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노조 간 차별의 차원에서, 혹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구성하여 고소·고발 및 진정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

다. 노조탈퇴를 권유·협박하거나 사측의 다양한 고소고발 및 사실적 차원에서의 노동조합활동 방

해 등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신청인인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의 구제명령에 의한 구제를 받는 제도로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노

동자 측에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부당해고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

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되며 이러한 차이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 줄어드는 원

인이라는 지적이 있다.15)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된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도 이와 사정은 동일할 

것이다.

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 행위자는 피해 노동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직접 가해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다. 직접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업무관령성이 인정된

다면 사용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 살펴본다.

① 명예퇴직 거부 후 집단따돌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15) 송강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발표문, 2013, 277면.

○ L전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33765, 같은 법원 2006나19091 쌍방항소 항소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L전자에 입사하여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 등에서 근무하던 중 과거 L사 감사실에 비리를 제보함으

로써 조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원고는 두 차례 과장진급심사에서 탈락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사담당자인 피고를 면담하고 인사고과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구조조정대상자

로 선정된 후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L사가 자신을 강제로 쫓아내려 한다는 생각에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를 창가 쪽에 혼자서 근무하도록 

명하고 대기발령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처리할 업무도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내근직 업무 수

행에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내 업무용 전자우편 아이디와 책상 등의 집기 및 사물함 

등 비품을 회수하고 원고의 자리를 동료 직원들로부터 떨어져 창가에 있는 회의용 탁자로 옮기는가 하면 

원고에게 한쪽에 가만히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에는 위 회의용 탁자와 의자마저 모두 치웠다.

그러던 중 피고2는 다른 직원들에게 “내부 인트라넷 메일 발송시 원고를 수신대상에서 삭제하고, 원고가 근

무지에서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지시사항을 잘 이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창가에 의자 하나만 놓고 그곳에 서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인 L사 대표이사 앞으로 “자신이 조직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당하고 있으며 무능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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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L사 인사기획팀은 원고를 면

담한 후 갈등의 원인을 L사의 초기 인력관리 미흡과 원고의 성장 및 직장생활과정에서 드러난 개인적 성향

과 편협한 행동으로 분석하는 취지의 의견을 L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구체적으로 처리를 지시받은 업무내용도 없이 동료들과 격리되어 

게시판을 등지고 여직원들이 출입하는 사무실의 출입구 앞에 혼자 앉아 근무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이후에야 

개인용 책상이 다시 주어졌다. 

이후 원고는 컴퓨터기술지원팀으로 전보명령을 받았고, 이와 함께 ‘근무시간내 자리이석시 반드시 조직책임

자에게 선 보고후 이석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한가진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직무에도 충실하지 않자 L사는 업무수행거부, 직무태만 등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판단>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

지·증진하도록 할 의무”를 근거로 피고들이 지휘․감독하는 원고가 작업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

장해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피고 홍○○, 이○○는 원고가 명예퇴직 권고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

듭 퇴직을 종용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근무지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정식 대

기발령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책상, 개인용 컴퓨터, 사무용품, 인트라넷 아이디 등 근무에 필수적인 것들

을 회수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하였고, 원고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위 이

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고립되게 하였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창가에 혼자 서서 반성하라거나 책상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

과 격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인격적인 모멸감을 들게 하였다. 또한 L사의 대표이사도 원고의 탄원이나 조사

를 통하여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 등 불법행위와 그 문제점을 알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

거나 최소한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

고에게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와 고소 및 위증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2천만원의 배상책임(청구취지는 6천만 원)을 인정하였다.

○ 육아휴직 괴롭힘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1259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나10375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1. 20. 피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창구에서 수신(출납)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14.부터 

2010. 3. 13.까지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아 2010. 3. 14.부터 2011. 3. 13.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1. 3. 14.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책상도 배치해 주지 않은 채 원고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하였던 창구에서의 수신(출납)업무 대신 원고로 하

여금 창구안내 및 총무업무 보조 업무를 맡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책상도 없이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

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3. 24. 피고의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하여 아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회의에서는 ‘원고에게 일도 주지 말고 원고를 직장에

서 내쫓을 수 있게끔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컴퓨터

를 올려놓던 책상을 마련해 주었으나, 피고의 전무인 이★★은 2011. 4. 20.경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마련해 

준 위 책상을 치우게 하고 원고가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이★★은 2011. 4. 21.경 원

고로부터 ‘복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언제쯤 내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원고에게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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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7281, 1심 확정)

<사실관계>

원고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선기사로 근무하여 하던 중 동료 직원J가 사용료 393만원과 아파트 관리

비를 횡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자인 S사에 이를 제보하였다. 그 후 J는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

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료 직원 등은 S사에 “원고가 관리소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평소에도 보고 없이 

근무지를 자주 비운다. 105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고자질하여 

직원들 간에 불신과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법적 소송을 중단하였으

나 원고만 입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원고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 줄 것

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사하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요청한 외출

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무단 외출하였다는 내용의 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S사는 원고를 징계해

고하였으나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반노동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사

유로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되었다. 유니언 샵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원

고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S사는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S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를 통해 미지급임금을 받고 퇴직하였다. 

<판단>

재판부는 위 J의 범죄사실이 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를 축출하기 위하여 원고

에 대한 매우 사소하거나 근거없는 사실을 들어 비방하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

들이 S사에게 정당하게 복직한 원고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비방하면서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진

정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비리 의혹이 있는 J를 비호하고, 내부고발자인 원고를 축출하

기 위하여 비난하고 음해하는 등 괴롭혔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

고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가 침해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

를 배정해 줄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나는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억울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 내놓고 산지 오래돼서 무서울 것 하나 없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

후 위와 같은 차별대우를 받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1. 4. 

21.부터 2011. 4.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판단>

재판부는 육아휴직제도의 의의를 근거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원고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음은 물론 원고 

스스로 퇴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기를 선동하고 피고의 임원이 직접 나서 원고

의 책상을 치워 버리고 원고를 비하 모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

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

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시하며, 원고가 피고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수령

한 급여액,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기간과 그 내용, 원고는 불과 3년 6개월간 피고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다가 20대에 퇴직하게 된 점, 피고가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병원 치료까지 받기에 이른 점, 비록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

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초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에 이르게 하

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2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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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업참가 이후 업무미부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⑤ 형사상 규제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형벌 조항은 없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익침해

를 형법상 범죄로 의율(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칙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본 D증권 

사례에서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로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이 선고된 예가 있다. 

5. 나가며

종래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에서는 어련히 참아야 하는 것, 경영효율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개인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노동자가 인격권까지 판매하는 계약

은 아니기에 직장 역시 노동자 자신의 존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나아가 자신의 존엄이 

실현되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노동자의 존엄의 보장과 실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인식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일부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행위의 양태나 그로 인한 결과가 극심한 

○ D보험사 사건(서울지방법원 99가합1037727, 1심 확정)

<사실관계>

원고들을 포함한 D보험사 노동조합은 노사간 실질적인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하였다. 위 파업은 약 60

여 일간 계속되었고, 노사간 단체교섭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였고, 이

때 피고 D보험사는 파업참가자에 대해 기존의 업무복귀와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출근하였으나, 영업소 대리점들이 위 원고와 같이 일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영업소의 

팀장은 위 원고를 위 영업소 건물 8층의 육성실에서 업무를 부여않은 채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면담을 통

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 팀장은 위 육성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원고에게 신문을 보지 말라며 신문을 빼앗았

으나, 위 원고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 위 신문을 다시 빼앗아 가는 등의 시비 도중 격분하여 위 

원고에게 책상 위에 있던 보험약관 책자가 끼어 있는 신문을 집어던져 위 원고에게 좌흉부좌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재판부는 위 팀장이 가한 상해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위 상해행위는 팀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하직

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

다. 다만, 원고는 위 팀장의 원고에 대한 업무미부여, 사퇴 강요 등의 행위는 피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기획

하였거나 적어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기획하였다

거나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약 900만

원(재산상 손해 600만원+위자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다(청구취지는 약 3800만원).

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각각 700만원, 300만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청구취지는 각각 1000만

원, 500만원이었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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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기존의 제도로 포섭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이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는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의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집단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를 개별적화, 파편화시

킨다. 또한 사후적 접근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는 행위자의 처벌이나 자신이 ‘이미’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구성과 그를 위한 별도의 법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반적

으로 노동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단순히 특정인을 처벌하거

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돕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도 별도의 개념 구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노동관계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질적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사라진 자리에서 노동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존엄을 회복하여 사용자에 대응한 

노동자 측의 힘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글에서 프랑스의 제도 및 판례 및 한국의 판례를 검토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입법

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조사연구팀의 입장은 그 반대에 가깝다. 

모든 사회적 문제를 법제정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궁극적으로 입법의 

방식을 통하더라도 그 과정이 문제의 인식, 문제의 사회화 및 이로부터 형성된 요구로부터 형성

된 흐름 속에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사회와 동떨어진 입법시도는 목적이 일치한다

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이 높고, 입법이 실현되더라도 많은 논쟁의 부재로 인한 시

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제조업과 조선업의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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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현대자동차 발암물질 사용 이력조사 연구 결과 소개

자동차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암은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 있는 암 보다 훨씬 많으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암 인정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방향을 제안함. 

- 조선업종의 발암물질 조사 결과 발표

조선업에서 발암물질 조사를 한 경험 소개 및 폐암과 혈액암 등에 대한 암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제안

- 종합대책 : 대정부 및 현장사업의 과제 도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암환자를 찾아내야 하며, 

대정부 차원에서는 직업성 암 인정기준의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함.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

는 구심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함. 

자동차�제조업과�조선업의�직업성�암과

발암물질�대응방향

강의 내용

강사 : 김신범

질의 응답 

발제 : 김신범, 김원

토론 : ① 고인섭(현대차지부의 향후 계획)

② 대우조선(최근 증가하는 암환자와 대응방향)

③ 금속노조(직업성 암 신청 결과와 향후 계획)

④ 의사(직업성 암 인정 확대를 위한 제안)

현장토론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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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 있던 노동자들은 이제 퇴직을 하였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음. 

산업보건은 직업병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그 속성상 현재로부터 미래를 지향함. 이 때문에 발암

물질진단사업과 고독성물질 대체 사업 같은 것이 중심적 사업으로 최근 추진되었음. 

하지만, 과거에 다양한 발암물질을 사용하면서 대책없이 노출되어 왔던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

할 필요가 큰 상황임. 금속노조의 집단 산재신청에 의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직업성암을 인정받았

고, 대우조선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암환자들이 등장하여 노동조합의 중요 의제로 부상하

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직업성 발암물질 및 직업성 암에 대한 이력연구가 진행된 결과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나왔고, 과거 조선소의 발암물질에 대한 진단사업 결과가 있음. 이 두 연

구를 묶어서 과거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 

방향을 찾는 토론을 추진하였음. 

2. 주요질의사항 및 토론내용

직업성 암이라는 것이 인정받기 상당히 까다로운 것인데,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노동조합의 시각

이 현재의 인정기준에 고정되어서는 많은 피해자를 방치하는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

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인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다양한 직업성 암의 과거 기록을 드러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직업별 물질별 노출이력에 대한 자료들이 축적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였음. 

현대자동차 지부의 연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차원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이 포럼에서 토론된 내용은 이후 국회토론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국회환노위를 대상으로 문제제

기가 이루어질 것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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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약 3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편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포럼에 적게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대신, 과거의 발암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함께 기획을 해보자는 금속노조, 현대

차지부, 전문가 등등의 공감대 형성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향후 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이 주제를 의제화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해결하려는 노

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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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자동차 산업의 직업성 발암물질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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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조선업 발암물질 노출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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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안전실장)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설립이후,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생산기술과 환경관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에 비해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3대지부에서부터(지부장 이경훈)시작된 발암물질 조사사

업과 그에 따른 후속작업이 추진되는 등 발암물질 관리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

직한 일이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과거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공정도 있었고,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

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향후 발생될 암을 산재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입증의 어려움이 존

재하게 된다.

이번 발암물질 사용이력 조사사업은 더 늦기 전에 현대자동차의 과거 공정변화를 정리하고, 사용

한 물질의 변화 및 작업환경 중 유해물질의 농도변화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자동차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공정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과거 발암물질의 

사용가능성이 높았던 공정을 찾아낸다. 

둘째,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자동차산업에서 사용되었을 수 있는 발암물질을 정의한 후, 현대자

동차에서의 사용가능성과 사용부서를 확인한다. 

셋째, 조사된 결과를 총 정리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발암물질 사용이력 보고서를 발간함으

로써 향후 발생될 암환자에 대한 직업성 암 인정근거

를 확보한다. 

2. 사업 추진과정

2014년 초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과 사업에 대해 논의한 후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었다. 2014년 2월 개시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

다.

현대자동차지부 발암물질 사용이력 조사사업 

추진 성과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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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4년 2월 개시회의: 조사 방향 및 내용 논의, 현장연구진 구성 논의

l 4월~11월 4차례 연구진회의: 조사 경과 및 결과 공유와 토론

l 6월 현장연구진 상견례: 사업의 취지 및 내용 소개, 현대자동차 연혁 공유 및 현장조사 논의

l 7월, 8월, 9월 현장투어 및 조사

l 9월 현대자동차지부 노안담당자(지역 포함) 수련회: 조사 결과 공유

l 10월 최종보고서 작성완료

l 12월 토론회 준비 회의

3. 주요 결과 요약

1) 현대자동차에서 발생이 가능한 직업성 암

현대자동차에서 사용된 발암물질의 목록을 작성한 후, 그 발암물질들과 연결된 암종 중에서 증거

가 확실(strong)하거나 상당한(good) 암종들을 정리하니 다음과 같았다.

l 기존에도 인정되던 암종 : 폐암, 중피종, 비인두암,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비호즈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신장암

l 기존에 인정된 사례가 없는 암종(증거 확실) : 후두암, 방광암, 고환암, 위암, 식도암, 결장/직

장암, 피부암, 유방암

l 기존에 인정된 사례가 없는 암종(증거 상당) : 췌장암, 간암, 담도암, 전립선암, 뇌암

2) 현대자동차의 중요 발암물질

해외의 연구사례 및 국내 상황을 종합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7대 발암물질로는 벤젠

(신너와 세척제, 노말헥산), 석면/내화세라믹섬유, 염소계솔벤트(TCE, PCE, MC), 발암성중금속(6

가크롬화합물, 니켈화합물), 실리카(주물재료), 포름알데히드(도료 및 주물재료), 금속가공유(절삭

유, 연삭유)가 선정되었고, 그밖에도 스티렌, 아크릴아미드, 황산,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자동차배출

가스 등이 더 존재하였다. 

3) 작업별, 부서별 발생 가능한 암

작업별로 증거가 확실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암종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l 금속가공 작업: 주로 호흡기계암과 소화기계암, 비뇨기계암이 증거가 확실한 암으로 분류되었

다.

l 도장 작업: 도료나 신너를 이용한 도장작업에서는 폐암과 혈액암, 비인두암 등이 강력한 증거

가 있는 암종으로 분류되었고, 박리작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뇌암이 발생 가능하며, 니켈을 이

용한 표면처리에서는 비인두암과 폐암의 증거가 확실하고, 위암과 후두암이 발생 가능할 것으

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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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척 작업: 유기용제 세척제는 염소계 솔벤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장암은 증거

가 확실한 암종으로 분류 되었고, 세척제 대신 신너를 이용한 경우 벤젠 노출로 인한 혈액암

이 우려된다.

l 주조와 단조 작업: 매우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취급물질을 확인하여 그 연관

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이형제 분사 작업: 소재와 시트공장에 해당되는데, 두 공장 모두 염소계 솔벤트를 사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장암은 증거가 확실한 암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기타 혈액암 등 다

른 암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 방청 및 윤활 작업: 방청제 자체에 염소계 솔벤트가 사용되는 경우 신장암이 증거가 확실한 

암으로 분류되었다.

l 용접 작업: 스테인레스 용접이나 특수강 용접의 경우 6가크롬 노출로 인한 페암 등 호흡기계

암이 증거가 확실한 암종으로 분류되었다.

l 차량이동 및 테스트 작업: 엔진 착화테스트나 의장공장의 주유 작업과 같이 가솔린에 직접 

노출이 이루어진 경우 벤젠 노출로 인한 혈액암의 증거가 확실하다. 의장공장에서 트럭 등 차

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디젤배출물질이 발생하였는데, 이 물질은 폐암과의 연관성이 확실하

다.

l 시작/디자인 작업: 각종 목형, 수지가공 작업이 있었던 시작/디자인 작업에서는 목분진 이외

에도 플라스틱 수지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발암물질 노출이 발생하였고, 노출 농도도 매우 높

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물질들은 혈액암과 호흡기계암의 발생원인으로 그 연관성이 확실

하다.

작업
제품
용도

발암물질 관련부서
암종

Strong Good

금속가공
금속

가공유
금속가공유

PAHs

엔진/변속기공장, 
프레스/차체공장, 각 

공장 영선반 등

방광암
비강암

비인두암
위암

음낭암
직장암
폐암

피부암
피부암

(비흑색종)
후두암

식도암*
신장암
유방암
췌장암

표 1. 현대자동차 작업별, 부서별 발생 가능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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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도료 및
신너

포름알데히드
6가크롬

납
벤젠

스타이렌

도장공장, 의장공장, 
수출선적부, 생기 

금형제작, 기타 각 공장 
영선반 등 도장이 있는 

모든 부서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비강암

비인두암
비호즈킨림프종

폐암

뇌암
위암

신장암

리무버 염화메틸렌
도장공장, 의장공장, 

수출선적부, 금형제작 등
뇌암

표면
처리제

니켈 도장공장
비강암

비인두암
폐암

위암
후두암

세척

세척제

사염화에틸렌
삼염화에틸렌
염화메틸렌

1,4-다이옥산

전공장 신장암

간암/담낭암
뇌암

비호즈킨림프종
식도암
유방암

신너 벤젠 전공장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비호즈킨림프종

신장암

주조/단조
주물
재료

포름알데히드
니켈

실리카
석면
황산 

6가크롬
삼염화에틸렌
세라믹섬유

소재공장

방광암
백혈병
비강암

비인두암
음낭암
중피종
폐암

피부암
후두암
신장암

간암/담낭암
뇌암

비호즈킨림프종
식도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이형제 
분사

왁스
삼염화에틸렌
사염화에틸렌
염화메틸렌

시트공장 신장암

간암/담낭암
뇌암

비호즈킨림프종
식도암
유방암

이형제 삼염화에틸렌 소재공장 신장암 뇌암

방청윤활 방청제

사염화에틸렌
삼염화에틸렌
염화메틸렌

1,4-다이옥산

엔진/변속기공장, 
프레스/차체공장, 
수출선적부 등

신장암

간암/담낭암
뇌암

비호즈킨림프종
식도암
유방암

용접
용접봉과 

모재

6가크롬
니켈

납(페인트)
용접흄

엔진/변속기공장, 
프레스/차체공장, 각 

공장 영선반 등

비강암
비인두암

폐암

뇌암
위암

후두암

땜납 납 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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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과정에서 느낀점과 조사결과 활용방안 제안

1)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닌 조합원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연구

 
현대자동차에서 발암물질 관련 사업은 이제 현장에서 수년째 진행되어 왔다. 2013년에는 6억 8

천만 원 돈을 들여서 현대자동차의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회사에서 수행하였

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느끼는 바는 크지 않았다. 수십년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어온 노동자들에게 

오늘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노출되어온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직업

병 및 직업성 암 피해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번 사업 과정에서 현장 방문 

시 많은 조합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사업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아주었

다. 

2) 과거 자료를 찾는 것, 너무 힘든 일

 
현대차지부에서 제1기 사업보고책자에 유해수당에 관한 보고를 넣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1990년

에 노동과건강연구회와 함께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내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

리의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만든 자료조차 그것이 이번 사업에 얼

마나 필요한지 확신이 없어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것은 역사를 틈틈이 정리하고 

기록해 온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갑자기 정리하자니 발생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

해 역사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

삼 느꼈다. 그리고 좀 더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보고서가 되려면 회사가 가진 자료를 모두 내

놓고, 자동차산업 전체적으로 발암물질 사용이력에 대한 자료를 모두 모아 전체 노동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3) 이번 조사의 한계와 의미에 대한 냉철한 태도 필요

 
이번 조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암물질 이력중에서 놓치고 정리하지 못한 

차량이동 
및 테스트

연료
벤젠

배기가스
의장공장(주유), 

엔진/변속기공장(테스트)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비호즈킨림프종
폐암

신장암

디젤배출물질
의장공장(OK 테스트, 
롤테스트, 덤프테스트 

등)
폐암

시작/ 
디자인

스타이렌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산화에틸렌

목분진

시작실, 금형, 디자인실 
등

백혈병
비강암

비인두암
비호즈킨림프종

폐암

위암
유방암

피부암(비흑색종)
후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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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꽤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보고서에 있는 발암물질만 현대차의 발암물

질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나름 현대차의 7대 발암물질이 정리되었다. 우선 밝

혀진 발암물질에 대해서라도 과거 노출을 세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

해 직무와 노출수준간의 연관관계를 정리하여 직무-노출매트릭스의 형태로 연구를 해놓으면, 질

병판정 과정에서 보수적인 의사나 판정위원들도 꼼짝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노동조합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현대차의 과거 발암물질 

노출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에 더욱 투자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회사가 이 연

구를 하도록 강제해내면서 정부 또한 이 연구를 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4) 이번에 밝혀진 직업성 발암물질과 암종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

 
현대차 조합원들이 나이가 많고, 퇴직 노동자들에게 이미 많은 암이 발생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암종이 확인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적극 파악하

여 제대로 대처할 예정이다. 물론 논란도 일정부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금속가공유에 의한 

위암 같은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직업성 암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그

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진 많은 역학조사는 금속가공유와 위암이 관

계가 있다고 입증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언젠가는 이런 암들

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야 할 것이다. 

5) 현대자동차로부터 모든 자동차 노동자들에게로

 
이번 조사결과는 현대차지부만의 것이 아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전달하여 이 연구

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 한편으

로 금속노조에서도 그동안 발암사업을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정부 움직임도 있는

데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발암물질 사용이

력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럼 현대

차지부는 모든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자료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5. 정리하며

이번 발암물질 사용이력 조사사업을 통해 피해 조합원들의 속상함을 함께 공분하는 것에서 그치

지 않고, 명확하게 조합원들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조사사업에 참여한 연구진에게 감사드리고, 이 결과가 국내 

최초로 노동조합에서 주관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현대자동차 

조합원을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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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람(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Ⅰ. 들어가며 – 산업재해 통계와 실태

1.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가 2014. 4. 1.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1)에 따르면, 2013년 산업재해자

수는 총 91,824명으로 전년보다 432명(0.5%) 감소했다. 이 중 사고 재해자수는 84,197명으로 전

년보다 587명(0.7%) 감소, 질병 재해자수는 7,627명으로 전년대비 155명(2.1%)증가했다.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은 0.59%였다. 이 중 사고 재해율이 0.54%, 질병 재

해율이 0.05%를 각 차지했다.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33.2%)․제조업(32.1%), 건설업(25.7%)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제조업의 경

우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4,934명), 기계기구제조업(4,508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3,068명)의 순서였고, 기타의 사업2)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11,681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6,134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4,259명)의 순서였다. 기타의 사업의 경우 

음식숙박업(732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457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39명) 등에서 산업재

해자가 증가했다. 

사망자는 건설업(567명, 29.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규모별로는 5~49인 건설사업장(201

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은 5~49인 사업장에서 211명, 기타산업은 5~49인 사업장에서 

168명이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해자는 5~49인․300~999인·1,000인 이상 사업장은 감소

했으나, 5인 미만·50~99인·100~299인 사업장은 증가했고 사망자는 5~49인 사업장을 제외한 대

부분 사업장에서 증가했다. 

1) 이하 고용노동부,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http://www.moel.go.kr/policyinfo/safety/view.jsp?cate=10&sec=1&mode=view&seq=1396314630946&page=1&state=A
2)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등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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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재해 발생현황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28,304명, 33.3%)․ 제조업(26,226명, 31.1%), 건설업(22,892명, 27.2%)에서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4,548명), 기계기구제조업

(4,114명), 화학제품제조업(2,441명)의 순서였으며, 기타의 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

종사업(10,936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5,485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4,027명)의 순

서였다. 사망자는 건설업(516명, 47.3%)․ 제조업(284명, 26.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산업재해자는 60세 이상 근로자(17,338명, 18.9%)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5인 미만의 사업

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했다(1,431명 증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

와 관련, 5인 미만·50~99인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사망자는 

5~49인·100~299인·300~999인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인미만·50~99인·1,000인 이상 

사업장은 증가했다. 재해자는 부딪힘 재해(-948명, -13.9%)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넘어짐 재

해(1,907명, 12.2%)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폭설로 인한 넘어짐이 1,405명 증

가(897명→2,302명)했다. 사망자는 부딪힘(-24명, -22.0%), 떨어짐(-24명, -6.4%) 재해에서 가

장 많이 감소했고, 깔림·뒤집힘(8명, 11.6%)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3.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1,929명으로 전년 대비 65명(3.5%) 증가했다. 이 중 사고 사망자

수는 1,090명으로 전년 대비 44명(3.9%) 감소, 질병 사망자수는 839명으로 전년 대비 109명

(14.9%) 증가했다.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은 1.25‱로 전년 

대비 0.05‱P(4.2%) 증가했다. 이 중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0.71‱, 질병 사망만인율

은 0.54‱를 각 차지했다.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건설업(516명, 47.3%), 5～49인 사업장(446명, 40.9%), 60세 이상 근로자

(283명, 26.0%), 떨어짐 재해(349명, 32.0%)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역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서 가장 큰 폭으로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이 증가했다(10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망재해가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446명, 전체의 40.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5~49인·100~299인·300~999인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5인 미만·50~99

인·1,000인 이상 사업장은 증가했다. 발생형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349명, 전체의 32.0%)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딪힘(-24명, -22.0%), 떨어짐(-24명, -6.4%) 재해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

고, 깔림·뒤집힘(8명, 11.6%)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4. 질병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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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재해는 제조업(3,206명, 전체의 4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657명), 기계기구제조업(394명),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

가공업(386명), 선박건조및수리업(370명)의 순서로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을 제

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질병재해 사망자는 광업(370명, 전체의 44.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질병 사망자 중 

진폐 사망자(379명, 45.2%)가 가장 많았다. 세부업종별로는 광업의 석탄광업(338명), 제조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9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24명), 기

계기구제조업(17명)의 순서로 많이 발생했다. 또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대비 질

병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다. 

질병자는 50~99인·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5인 미만·5~49인·100~299

인·300~999인 사업장은 증가했다. 질병사망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질병자는 

뇌심질환, 신체부담작업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요통, 진폐, 난청 등은 감소했다. 질병사망자는 

진폐(46명), 뇌심질환(47명), 직업성 암(16명)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5. 소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

한 자료를 통해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이라고 밝혔

다. 이는 15명을 기록한 터키, 10명을 나타낸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4명), 캐나다

(3명), 프랑스(2명), 독일(2명), 영국(1명) 등 선진국 대비로도 월등히 높다. 반면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명당 6년간 평균 59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낮은 편에 속했다. 

캐나다(1522명), 프랑스(1676명)보다도 낮다. 이 결론에 관한 문제점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

다.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3위로,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높

은 심각한 산업재해국가라는 점이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군 산업에 대한 안전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산업재해 은폐 가능성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사망률은 매우 높은 반면,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2008~2013년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592명으로 OECD국가중 낮은 편에 속했다. 사망사고는 은폐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은폐된 산재사고의 숫자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산재사망률과 은폐된 산

업재해수치, 이것이 통계에 나타난 대한민국 산업재해의 민낯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 및 법령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별 판례의 의의 또는 문제점, 

법령 개정안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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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재해보상법 관련 판례 동향 정리  

1. 관계법령 및 문제점

가. 산업재해보상법(이하 ‘산재법’으로 약칭)

나.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연혁판례문헌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

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

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

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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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 재해보상의 요건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법리 

산재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요건은 “업무상 재해”이다. 즉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산재법에 기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산재법에는 “업무상”의 개

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학설과 판례는 “업무상”의 내용을 “업무수행성”

과 “업무기인성”으로 나누어서 그 개념을 해석하여 왔다. 

그 중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악화되지 않았을 기존 질병이나 기초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직업성 질병 등은 발생과

정의 외부적 인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놓고 여러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조건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칙상 당해 업무로 당해 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적 지위에 있다. 

판례 또한 위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

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

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

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그 법리를 밝히고 있다.3)

위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3) 민변 노동위원회(집필대표 김도형) 「근로기준법[2014년판]」(여림출판, 2014) 916~918쪽.

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

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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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무환경에 대한 자료가 사용자 측에 편재된 상황에서 재해노동자로 하

여금 유해요인 노출 여부 뿐 아니라 노출의 정도까지 입증해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에

게 지나치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2.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소송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가. 사실관계의 요지

지난 8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무려 3년만의 판결이었지만 원심과 같은 결론이었다. 승소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

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 패소 원고들이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

다. 

재해 노동자와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 항소심 판결의 요지 

(1) 항소심 판결의 전체 구조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의 재해 경위 및 처분 경위를 적시하고 반도체 생산공정을 일별한 후, 관련 

역학조사5) 등의 조사 경위 및 결과를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그리고 재해 노동자들의 상병인 급성 

4) 민변 노동위원회 고윤덕 변호사 작성

이름

(성별)
근무기간

사업장_공정

직무

진단시기․
진단명

산재

신청

최종 

불승인
소제기

1심

(‘11.6.)

2심

(‘14.8)

A(여) ‘03.10~’05.6.
기흥3L_확산, 식각·세척

오퍼레이터

‘05.6. 급성골수성 

백혈병

(‘07.3. 사망)

‘07.6. ‘09.11.

‘10.1.

승소 승소

B(여) ‘95.1.~’06.7.

기흥3L_METAL·화학 증착, 

식각·세척, 확산

오퍼레이터

‘06.7. 급성골수성 

백혈병

(‘06.8. 사망)

‘08.4. ‘09.11.

C(남) ‘97.11.~’05.4.
기흥5L_연마(CMP), 백랩

설비엔지니어

‘04.10.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05.7.사망)

‘08.4. ‘09.5.

패소 패소
D(여) ‘91.1.~’96.1.

부천, 온양_절단·절곡

오퍼레이터

‘05.1. 급성골수성 

백혈병
‘08.4. ‘09.5.

E(남) ‘93.5.~’98.12.
온양_도금

설비엔지니어

‘08.10.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림프종)
‘08.12. ‘09.8.



2015�노동자�건강권�포럼260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을 포함하는 림프조혈계암에 대한 의학적 

견해, 즉 림프조혈계암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 발병원인, 그리고 벤젠, 전리방사선 등 물질별 발

암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시하였다. 

이후 각 원고별로 재해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업무와 각 업무별 작업환경(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기타 안전보호구, 환기시스템 및 유해물질 감지시스템, 그리고 교대제 및 연장 근무 등 

근무 행태), 건강 상태, 그리고 산보연 개별 역학조사결과에 대해 설시한 다음, 원고들 주장사실

에 대한 판단(유해물질 노출여부 및 상병과의 인과관계)을 하였다.  

(2) 승소 원고들에 대한 판결 요지  

항소심은 재해 노동자 A, B가 업무수행 중 벤젠 등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

을 촉진한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우선 세척 작업 중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는데, (서울대 보고

서에 의하면)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감광액에는 미량이나마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스스로 감광제가 해당 공정에서 모두 제거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특허를 출원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망인들이 담당하던 습식식각 공정 중 세척작업에 전달된 웨이퍼 중에는 감광제가 모두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웨이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특히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함

으로써 유해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② 두 번째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

었을 개연성도 인정하였는바, 산보연의 개별역학조사 결과에서 보고된 3라인 12베이 가속이온주

입기 부근 전리방사선 검출결과 및 2012년도 보고서의 이온주입공정 부근의 자연방사선 수준을 

초과하는 지역노출 선량값의 존재, 그리고 망인들이 업무 중 수시로 다른 베이까지 왕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③ 그밖에 서울대 보고서, 산보연의 201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망인들의 담당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아르신, 황산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그

룹6)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특히 산보연의 2012년도 보고서에 의하

5) 관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의 개별역학조사, 산보연의 전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2008
년도 역학조사(이하 ‘2008년도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09년도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이하 ‘서울대 
보고서’), 산보연의 2012년도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이하 ‘2012년도 보고서’) 등
이 행해졌다. 

6)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발암물질 등급  

그룹 1 
인체발암물질 Carcinogenic to human

(충분한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충분한 동물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

그룹 2A
인체발암의심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 

(제한적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충분한 동물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 

그룹 2B
인체발암가능물질 Possible carcinogenic to human

(제한적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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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감광공정에서 사용하는 감광액이 열이나 빛·강산 등에 의해 분해되면 벤젠 기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편 클린룸 설비나 톱다운 방식의 환기시스템에서는 인근 

공정간 공기가 혼합될 가능성이 있는바, 망인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담당 공정 외의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④ “산보연이나 삼성전자 등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측정이 이루어진 그 시기의 작업환

경을 나타낼 뿐, 망인들이 근무하던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정전, 설비 고장, 그 밖의 사고 등 비정

상적인 상황에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측정결과 유해물질이 특정되

지 않았다거나 그 노출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들이 근무하던 작업환

경도 측정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에서의 

고농도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⑤ 야간 교대제 근무 행태가 상병 유발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3) 패소 원고들에 대한 판결 요지   

항소심은 C, D, E가 인근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감광액 분해산물인 벤젠, 열경화성수지의 분

해산물인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야간근무나 초과근

무 등으로 과로·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각 재해 

노동자의 업무수행과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가) C의 경우(기흥공장, 연마, 백랩 공정, 설비엔지니어,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 

항소심은 C가 담당한 공정에서 직접 취급한 물질은 슬러리 용액뿐인데, 설비 엔지니어 업무 특성

상 단시간 고농도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슬러리의 성분인 실리카는 IARC 지정 발암물질 그룹3

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근 공정에서 검출된 아르신에 노출되었을 가능

성은 있으나 그 노출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

였다. 기타 인근 공정으로부터의 벤젠 노출 가능성,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 역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나) D의 경우(부천, 온양공장, 절단·절곡 공정, 오퍼레이터, 급성골수성 백혈병) 

항소심은 D가 담당 공정에서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TCE 또는 1,1,1,-TCE 등인데, 이들은 각

각 IARC 지정 발암물질 그룹 2A와 그룹 3으로 분류된 물질이며, 그 중 TCE는 비호지킨 림프종

그룹 3
발암미확인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their carcinogenicity in human

(불충분한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

그룹 4 
비발암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서 발암 가능성이 없으며 동물실험결과도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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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간담도암과의 연관성이 일부 인정될 뿐 D의 상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은 알려

진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인근 공정으로부터의 벤젠 노출 가능성,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스

트레스 역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다) E의 경우(온양공장, 도금 공정, 설비엔지니어, 비호지킨 림프종) 

항소심은 E가 담당 공정에서 직접 취급한 물질은 납, 주석, 황산 등인데, 주석의 경우 발암성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황산과 납은 각각 IARC 그룹 1, 그룹 2B이지만 이들이 E의 상병과 

관련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TCE 사용 가능성,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야

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 역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였다

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특히 산보연의 2008년도 역학조사에서 반도체 여성근로자의 악성 

림프종 등록비는 유의하게 높았으나 E와 같은 남성근로자에게는 그런 결과가 없었음을 언급하였

다.   

다. 대상 판결의 검토

(1)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비교 

        

항소심 판결은 1심과 그 결론이 같았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가) 인근 공정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에의 노출 가능성을 넓게 인정(산보연 2012년도 보고서 반

영)

산보연은 2009년 ~ 2011년까지 3년간 삼성전자 등 3개 회사의 웨이퍼 가공라인과 삼성전자 등 

2개 회사의 반도체 조립라인을 대상으로 공정별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의 유해요인 노출특성

을 연구하여 2012. 3.경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감광공정에서 사용하는 감광액이 열·

빛에 의하여 분해되면 벤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식각 공정에서도 감광액이 강산에 분해되면서 

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몰드나 인쇄 공정에서 열경화성수지 등이 열분해되면서 벤젠

이나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반도체 사업장의 클린룸 설비의 특성상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여 국소환기장치를 통해 배출되지 않은 유해물질은 공정 내로 재유입될 수 있고 

인근 공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항소심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재해 노동자에 대하여 인근공정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감광액 분해산물인 벤젠, 열경화성수지의 분해산물인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 가능성

을 인정하였고, C에 대해서는 아르신, E에 대해서는 TCE에의 노출가능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C, D, E에 대해서는 그 노출 정도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

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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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 및 ‘과로·스트레스의 관련성’ 인정

1심에서는 산보연이나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사실을 

인정하면서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지속적 노출인 점, 유기화합물에 대한 감지 시스템 구축이 

2006. 6.경에서야 이루어진 점, 기흥사업장 3라인의 시설이 가장 노후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작

업환경 측정결과 자체가 일정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정도를 정태적으로 분석한 것일 뿐인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더 나아가 위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측정이 이루어진 그 시기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뿐 망인들이 근무하던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정전, 설비 고장, 그 밖의 사고 등 비정상적인 상황

에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서울대 보고서와 산보연의 2012년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차례의 가스검지기 작동 사례를 들어 비정상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야간 교대제 근무 행태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에 관하여 1심은 “야간근무나 과로는 백혈병 

유발요인이라 보지 않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견해”라고 판시하였으나, 항소심의 경우 “백혈병 유

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나, 망인들의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서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는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 2008년도 역학조사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중시

산보연은 A 등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 과정에서 전체 반도체 근로자의 림프조혈계암 발생 위험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높은지 여부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8. 1. 1.~2008. 

12. 31.경까지 국내 반도체 제조사 6개사 및 그 협력업체 전·현직 근로자 중 229,683명의 고용보

험자료와 인사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림프조혈암계암 위험도

(표준화 사망비 및 표준화 암등록비)7)에 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중에는 “인사자료에 의한 반도체 여성근로자의 비

호지킨 림프종 표준화 암등록비”만이 일반 국민보다 위험도가 높게 나왔을 뿐 나머지 결과는 반

도체 근로자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8),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위험도가 높게 나온 결

7) 표준화 사망비의 경우 고용보험 코호트는 1995. 7. 1.~2006. 12. 31. 반도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167,196명(남자 69,909명, 여자 97,287명)을 대상으로, 인사자료 코호트는 1998. 1. 1.~2006. 12. 31. 반도체 사
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102,348명(남자 45,650명, 여자 56,69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중 림
프조혈계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를 일반 국민과 비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표준화 암등록비의 경우 고용보험 
코호트는 1995. 7. 1.~2005. 12. 31. 반도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166,824명을 대상으로, 인
사자료 코호트는 1998. 1. 1.~2005. 12. 31. 반도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95,688명을 대상
으로 하여 이들 중 림프조혈계 암으로 진단받은 근로자 수를 일반 국민과 비교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코호트는 관찰기
간이 3년 더 길고 회사 외부자료라는 점에서 인사자료 코호트에 비해 더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순수한 반도체 근
로자라고 할 수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공정이나 세부 직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인사자료 코호트는 이와 
반대되는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 

8) 관련하여 산보연 스스로도 조사결과 해석에 있어서 이른바 ‘건강 노동자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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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은 그 신뢰구간의 폭이 넓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9).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1심은, 여성근로자의 백혈병 관련 사망비나 암등록비는 비록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보다는 높기 때문에 A와 B의 백혈병 발병에 작업환경이 영향

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 한다고 설시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이들 결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 평가에 있어 고려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라) 백혈병의 잠복기에 대해 넓게 인정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은 유해요인 노출로부터 발생까지 1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D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근거 

중 하나로 “퇴사 후 약 9년이 지난 다음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 점”을 설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취급 물질과 백혈병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만 설시하였을 뿐 진단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바, 이는 항소심이 백혈병의 잠복기에 대하여 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마) 기타 사실인정 관련 

1심은 A가 기재한 노트를 근거로 A, B가 디캡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위 

노트 기재가 실제 수행한 작업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디캡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증

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1심이 그 사용을 인정한 ACT-CMI, TCE 등 발암물질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환경수첩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A, B가 업무상 위 물질들을 취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9) [표] 2008년도 역학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구분 성별 분석대상
표준화 사망비

(95% 신뢰구간)

표준화 암등록비

(95% 신뢰구간)

전체 사망
남 고용보험자료 0.53 (0.49-0.57)

여 고용보험자료 0.66 (0.58-0.75)

전체 암
남 고용보험자료 0.74 (0.63-0.86) 0.86 (0.77-0.95)

여 고용보험자료 0.73 (0.57-0.93) 0.97 (0.87-1.09)

전체 

림프조혈계암

남
고용보험자료 0.48 (0.23-0.88)

인사자료 0.41 (0.11-1.06)

여
고용보험자료 0.92 (0.47-1.60)

인사자료 1.56 (0.68-3.09)

백혈병

남
고용보험자료 0.51 (0.19-1.12) 0.86 (0.48-1.42)

인사자료 0.36 (0.04-1.29) 0.87 (0.28-1.72)

여
고용보험자료 0.89 (0.41-1.70) 1.04 (0.58-1.71)

인사자료 1.48 (0.54-3.22) 1.31 (0.57-2.59)

비호지킨 림프종

남
고용보험자료 0.57 (0.16-1.47) 0.84 (0.45-1.44)

인사자료 0.62 (0.08-2.24) 0.77 (0.28-1.69)

여
고용보험자료 1.05 (0.22-3.07) 1.61 (0.90-2.66)

인사자료 2.05 (0.25-7.42) 2.67 (1.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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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경우, 1심에서는 “1995.경부터 주기적인 설비세정 작업을 외주 업체에 맡겼다”고만 되어 있

으나, 항소심의 경우는 평탄화 공정에서 1995.경 세정작업 외주화 이후에도 세정을 위한 설비의 

해체나 세정 후 설비의 재조립 등은 삼성전자 소속 설비 엔지니어가 담당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

가 설비 설치 작업에 참여하였던 백랩 공정의 경우 이후 설비 세정작업이 외주화 되었으나 그 구

체적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의 경우 1심에 비하여 각 재해 노동자의 담당 업무나 취급 물질을 인정함에 있

어서는 보다 엄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  

(가) 유해물질 노출정도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 판결은 인근 공정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에의 노출 가능성을 넓게 인정

하였다. 그리하여 승소자들에 대한 판단에서는 위와 같은 점이 상병의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의 

원인으로 추단되었다. 그러나 패소자들에 대한 판단에서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고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시는 야간 교대제 근무행태로 인

한 과로·스트레스 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산보연의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웨이퍼 가공라인에 비하여 반도체 조립라인의 몰드공

정에서 벤젠 또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환기 실태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립공정이 있는 온양공장에 근무하였던 D, E의 경우 A, B에 비하여 노출 정

도를 적게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승소자에 대한 판단에서 상병의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의 원인으로 추단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나머지 재해 노동자에 대한 판단에서도 동일한 기준

으로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3. 10. 역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김

경미씨에 대하여 산재를 인정하면서 “발암물질 혹은 발암의심물질에의 노출 여부 및 그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백혈병의 특성과 현대 의학의 한

계와 더불어, 망인의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고 또한 일

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에게도 일부 그 원인이 

있는데, 이처럼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상황에

서 업무기인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명시적

으로 판시하였다. 

(나) 2008년도 역학조사 결과 원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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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산보연의 2008년도 역학조사는 전체 반도체 근로자의 림프조혈계암 발생 위

험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높은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각각 고용보험자료와 인사자료에 기초한 

성별에 따른 표준화 사망비 및 표준화 암등록비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과연 위와 같은 조사방법

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이 있다. 

우선 ‘전체 반도체 근로자’라는 집단의 각 구성원들이 작업환경의 유해성이라는 기준에서 동일하

게 취급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각 사업장이나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이 동일한 조건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반도체 전현직 근로자들 중 림프조혈계암 

환자 수는 19명”이라는 식의 결과는 무의미하다10). 

두 번째로 ‘건강 노동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이다. 이는 직업성 질환 연구에서 최초로 관

찰된 현상으로 종종 노동자들은 일반 인구보다 전체 사망률이 더 낮게 제시된다는 것이고, 그 까

닭은 심각하게 아프거나 계속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고용에서 배제되거나 일찍 퇴직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산보연 스스로도 조사결과 해석에 있어 이러한 건강 노동자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 밝혔으나, 항소심은 통계적 유의성만을 중시하였을 뿐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건강 노동자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의 백혈병 관련 사망비나 암등

록비가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난 사실의 의미11)는 무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역학조사에서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등록비가 일반인의 

2.67배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암을 유발하는 무언가가 반도체 산업현장에 존재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백혈병과 림프종은 모두 ‘조혈모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이기 때

문에 림프종의 위험이 명확히 높게 나왔다는 사실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발암물질이 

반도체 산업현장에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12)이고 당연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재해 근로자 E(남성)의 청

구를 기각하면서 ‘2008년도 역학조사에서 반도체 여성근로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등록비는 유의하

게 높았으나 남성근로자에게는 그런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결론이라 할 것이다.  

10) “가령 삼성반도체에서도 수동작업이 많고 설비가 오래되어 누출사고가 잦기 때문에 일명 ‘사고라인’으로 불리던 1~3라
인에서 반올림이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5명의 백혈병 환자가 존재한다. 5만 명이 넘는 삼성반도체 전체 노동자 중
에서 15개 생산 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들, 그 중 특히 위험한 1~3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생각해 
보라. 1~3라인 근무자들 중 5명의 발생률을 구하면 삼성반도체 전체 5만여 명 중 19명의 발생률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
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공유정옥, 「반도체 백혈병 역학조사-자본의 책임과 피해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로 갔나」, 
『정세와 노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9. 6., 31쪽)

11) “가령 공단은 ‘여성의 백혈병 위험도 분석결과…, 인사자료 코호트에서 표준화사망비는 1.48, 표준화암등록비는 1.31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여성에서 백혈병 사망 위험이 
1.48배, 발생위험이 1.31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높았으나 결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일축되어서는 
안 되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백혈병이나 림프종은 모두 발생률이 지극히 낮은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
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역학조사처럼 어느 집단에 위험요인이 존재하
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시작단계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옳은 태도다.” (공유정옥, 위의 글, 32쪽)  

12) 공유정옥, 위의 글, 3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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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CE의 국제암연구소(IARC) 등급이 상향 조정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음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기계 부품의 탈유지 세정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제인데, 

항소심 법원은 D가 담당공정에서 TCE를 직접 취급한 사실, 그리고 E의 경우 일부 사용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노출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

다. 특히 D에 대한 판단에서 “TCA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나 간담도암과의 연관성이 일부 인정될 

뿐{이에 따라 국제암연구소는 TCA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충분한 물질(그룹2)로 분류하고 있음} 원고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

혈병과의 연관은 알려진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그룹13)과 2A그룹14) 간 차이는 “충분한 인간 대상 연구자료”가 있는지 여부일 뿐 발암

물질임에는 분명하고,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4년에 TCE에 대한 발암물질 등급을 2A

에서 1그룹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았

다. 

3.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재생불량성빈혈, 뇌종양 산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1구단8751 판결)

가. 사실관계의 요지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 A(1982년생)는 2000. 7. 4. 삼성전자에 채용되어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MBT) 

공정에서 일하던 중 2001. 11.경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 빈혈)을 진단받아 병가와 휴직을 사용

하다가 2003. 3. 21. 퇴직하였고, 2010. 5.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

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개별 역학조사를 거쳐, 2010. 9. 13.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 B(1980년생)는 1997. 5. 12. 삼성전자에 채용되어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

서 일하다 2003. 7. 15. 퇴직하였는데, 2010. 5. 경 뇌종양(교모세포종)을 진단받자, 2010.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개별 역학조사를 거

쳐, 2011. 2. 7.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

다. B는 2011. 4.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2. 5. 7. 뇌종양으로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인 C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A,B(이하 ‘원고들’로 약칭)는 원고들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옥사이드, 납, 비전리방사선 등의 유해물

13) 1그룹은 인체발암물질(충분한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충분한 동물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 
14) 2A그룹은 인체발암의심물질(제한적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충분한 동물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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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와 높은 노동강도로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

적된 상태에서 재생불량성 빈혈과 뇌종양이 발생하였으므로 ,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요지 

(1) 판결의 전체 구조 

이 사건 판결은 먼저 원고들이 수행한 검사공정의 내용과 재직 당시의 작업 환경을 적시하고 반

도체 생산공정을 설명한 후, 관련 역학조사 등의 조사 경위 및 결과를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이

어 원고들의 발병 전 건강상태 및 원고들의 상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뇌종양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관련성, 직업환경적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 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

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판결 요지 

위 판결은 원고들이 업무 수행 중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 극저주파 자기장등과 같은 작업환경상

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재생불량성 빈혈 및 뇌종양이 발병하였으므로 질

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원고들이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왔음이 인정되었다. 원고들이 근무한 온양사

업장 검사공정에서는 공정 자체의 특성상 화학 물질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역학조사

에서 화학물질(비록 저농도일지라도)이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측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검사공정 중 고온테스트를 마치고 기계(Chamber)를 열 때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② 검사공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1라인이나 외부 공기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만 검출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0년 개별 역학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첫째, 원고들에게 상병이 발생한 시기는 2000년이나, 조사가 진행된 2010년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으므로 2010년의 측정결과가 2000년의 

작업환경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둘째, 온양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측정이 이루어졌다. 온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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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총 63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0년 개별

역학조사에서 벤젠 등 10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노출수준을 측정하였을 뿐, 노출 가능성이 있

는 포름알데히드등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았음. 또한 원고들은 처음부터 질병을 유발한 유해물

질로 고온테스트기계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로 측정되는) 배출가스와 검댕을 지목하였고, 역학조

사평가위원회의 일부 평가위원이 이러한 배출가스와 검댕의 성분·위험성 및 노출수준에 관한 추

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러한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유해물질이 어떤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조

사를 종결하였다.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해야 한다. 

셋째, 유해물질의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라 할지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출기준은 다른 유해요소 없이 단

일물질에 노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

대근무와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

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넷째,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특히 에폭시몰딩컴파운드의 열분해산물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성분조사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화학물질과 원고들의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이 200여 대의 고온테스트기계 사이에서 작업하였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극저주파 자기

장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인구집단의 극저주파 자기

장 노출의 83퍼센트타일값은 0.2μT인 반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온양산업장 생산직 근로자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개인 최고노출량은 15.3μT로서, 국제비전

리방사선위원회의 노출기준인 417μT에는 못 미치지만, 사무실 작업자의 개인 최고노출량 3.35

μT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외국의 연구에서 뇌종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계선이라고 보고

한 0.6μT 또는 3.5μT보다도 높았던 점 등이 인정되었다. 

또한 비록 국제암연구소가 2002년에 극저주파 자기장을 소아 백혈병에 대해서만 연관성이 있다

고 볼 만한 제한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 2B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나, 그 후 직업적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뇌종양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여럿 보고되었고, 그 중에는 특히 화학물질

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거나 또는 암세포

의 증식이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노출된 극저주파 자기장과 원고들의 질

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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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영향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

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직기간 동안 3교대 또는 2교대로 주야간 교대근무 및 1일 12시간가지의 연

장근무를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았다. 원고들의 위와 같

은 근무 형태가 원고들의 질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나, 국

제암연구소가 주야간 교대근무가 암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업무

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들의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

는 원인의 하나로는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하였다.  

⑤ 질병의 특성과 개인적 요인

원고들에게서는 직업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관련 병력, 가족력, 유전자 결함, 천식, 알러지, 자

기면역질환 등과 같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뇌종양 발병의 개인적, 기질적 위험인자를 찾아볼 수 

없는데, 질병이 발생하기에는 매우 젊은 나이에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였다. 

재판부는 원고A에 대해 삼성전자에 채용되어 검사공정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한 시점에 재생불량

성 빈혈이 발생하였는데,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백혈병과 달리, 

재생불량성 빈혈은 노출 후 단기간 내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A의 재직기간이

나 발병시점은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병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원고B에 대하여는 삼성전자에 채용되어 검사공정에서 6년 2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하여 약 7녀만

에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고, 교모세포종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먼저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이 발생하였다가 그것이 수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악

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므로, 망 이윤정의 경우 퇴직 후 7

년만에 교모세포종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 대상 판결의 특징 –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대한 전환(또는 상당한 완화)

대상판결은 기존 상당인과관계설 및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근로자에 대한 상

당인과관계 입증책임 부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전환하거나 최소한 상당히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

을 정도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온양사업장등에 대한 2010년 개별 역학조사는 원고들이 질병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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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해물질로 고온테스트기계의 배출가스와 검댕을 지목하고,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일부 평가

위원이 이러한 배출가스와 검댕의 성분·위험성가 노출수준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유해물질이 어떤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대상판결은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근

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

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

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판결들과 확연

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사공정 내 고온테스트 과정에서 반도체

칩의 구성물질이 열분해되어 생성·유출되었을 가능성, 기준 미만 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라 할지라도 작업환경이나 다른 유해물질등과 복합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도가 높아질 가능성 

등에 대한 개연성, 백혈병에 대한 연관성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2B급 발암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과 원고들의 질병 사이의 관련성, 에폭시몰딩컴파운드의 열분해산물 중 미확인 화학물질과 원고

들의 질병 사이의 관련성, 퇴직 후 약 7년만에 교모세포종이 발생하여 교모세포종이 악성으로 변

화하기까지의 일반적인 기간에서 벗어나는 경우인 원고 B의 업무와 발병 사이의 관련성 등에 관

하여 모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또는 근로복지공단)가 재해의 발생 요인과 업무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

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모두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 판결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업무환경에 대한 자료가 사용자 측에 편재된 상황에서 재

해노동자로 하여금 유해요인 노출 여부 뿐 아니라 노출의 정도까지 입증해 내도록 요구받았던 근

로자측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산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가. 사실관계의 요지

(1) 원고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과 역학조사 

원고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립병원으로서 2차 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이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였다. 

원고A는 2002. 7. 15. 제주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7.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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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경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으며, 2010. 4. 18.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후 아

이의 ‘난원공’이 정상적으로 폐쇄되지 않아 ‘난원공개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B는 2002. 12. 23. 제주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7.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2009. 8. 경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으며, 2010. 4. 21. ‘심신중격결손’이 있는 아이를 출

산하였다. 

원고C는 2003. 3. 15. 제주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6.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유산증후를 겪진 않았으나, 2010. 3. 23. ‘폐동맥판막폐쇄, 심방중격결손’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

다. 아이는 출산 직후에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며, 생후 1주 및 3주에 2회에 걸쳐 ‘폐동맥판막 풍

선확장술’을 받았다. 

원고D는 2002. 12. 23. 제주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7.경 첫째 아이를 임신하였

고, 2009. 8. 경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으며, 2010. 3. 6.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후 

아이의 ‘동맥관’이 정상적으로 폐쇄되지 않아 ‘동맥관개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2009년에 임신한 사람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15명이었는

데, 그 중 6명만이 정상 아이를 출산하였을 뿐이고, 원고들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자, 간호사의 근로여건과 작업 환경이 노사간 쟁점이 되어, 제주의료

원은 2011년에 노사합의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

력단은 2012. 2. 29. 역학조사 보고서를 제주의료원에 제출하였다. 

(2) 요양급여 청구와 두 차례의 거부처분

원고들은 서울대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피고(제주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

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7.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1차 거부처분). 원고들이 2013. 3. 27. 피고에게 1

차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다시 ‘태아에 심장 형성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태아는 모체의 일부였으므로, 

발병 당시 태아의 질병은 모체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발병 이후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계속 산재

보험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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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2. 다시 피고(제주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6. 원고들에게 ‘재해발생일시를 특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

소견서, 신청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를 제출하라’고 자료보완을 요구한 다

음, 원고들이 2013. 10.경 피고에게 재해발생시점을 출산일이 아니라 ‘임신 중’이라고 특정하면서 

‘임신 중의 의무기록’과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음에도,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아 고

객님의 상병명 및 요양기간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하였다(2차 

거부처분).  

나. 소송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들이 초진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초진소견

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2차 거부 처분의 명목상 처

분사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즉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

인정’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처분사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하여야 한다. 

② 또한, 피고가 2차 거부처분에서 ‘원고들의 자녀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이미 그러한 사유로 

1차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형식적인 사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한 실질적 이유는 1차 거부처분과 동일하므로 법원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자녀의 선천

적 질환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로 심리 및 판단하여야 한다. 

③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태아는 모체의 일부였으므로,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

체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할 당시를 기준으

로 하며, 발병 이후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계속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선

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마지막으로, 제주의료원에서 원고들은 임신을 진단받기 전까지 건강에 유해한 주야간 3교대근

무를 하였다. 제주의료원의 경영악화로 2008년 이후 수시로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

의 이직이 잦고,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수가 정원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하여 근무 중에 간호

사들이 담당한 환자수가 40~60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하여 2~3배 높은 수준이었을 뿐 아니

라, 입원환자들의 상당수가 혼자서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환자들이어서 개별환자들에게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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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가 필요하여 상시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이들 노인환자들의 상당수가 입으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어 튜브를 통하여 음식물을 섭취시켰는데, 간호사들이 이들에게 처방된 알약

을 가루로 분쇄하여 음식물과 함께 튜브로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취급한 약품들에는 임산

부 및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FDA X등급 약품이 17종, D등급 약품이 37종이나 포함되어 있

어, 임신한 간호사들이 분쇄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유해약물을 흡입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② FDA X등급, D등급의 유해약물에 노출된 후 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하였으므로, 이러한 선천성 심장질환의 발병과 원고들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

①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에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

류이다. 원고들은 자녀의 초진소견서만 제출하였을 뿐, 본인의 초진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자

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자녀에게 발생한 질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2차 거부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녀가 아니라 본인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차례 

자료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서류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려행위의 적법성 여하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과 원고들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

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녀의 질병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

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판단할 수 없다. 

③ 여성근로자가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자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

며, 태아에게 선천성 장애가 발생한 것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된

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태아는 민법상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태아나 출산 후의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모성보호를 위한 여

러 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모성보호를 위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에 이

르지 못했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업무에 기인하여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모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녀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의 불비로 

실무상 이를 집행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업무에 기인

하여 선천성 질환아를 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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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판결의 요지 

위 판결은 ① 원고가 주장한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법원의 심리 및 판단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②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모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고 ③ 그러한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2차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차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및 법원의 심리 범위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산

재보험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며, 산재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에는 

근로자에게 피고가 정한 서식에 작성한 ‘초진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에서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근

로자의 보험급여 청구의 가부나 범위를 근로자가 첨부한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판

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으로 권한을 발동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재해경위나 주장의 진위 

등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서식으로 정한 ‘초진소견서’는 물론, 근로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조차도 1차적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관관

계 판단, 2차적으로는 요양방법·기간에 관한 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며, 

‘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가 그것만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할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는 ‘자녀에게 발생한 질병은 산재보험법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들 본인의 

상병명은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본인의 초진소견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2차 거부처분이 적법

하다’고 주장하나, 두 문제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2차 거부처분에서 처분

사유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2차 거부처분의 경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다루기 곤란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유제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적인 처분사유를 만들어내었음이 분명하며, 피

고의 주장 자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차 거부처분에는 논리적으로 선결문제였던 후자에 관한 

부정적 판단이 내재해 있었고 그것이 정당한 경우에만 비로소 2차 거부처분도 정당화 될 수 있

으므로 법원이 후자의 문제, 즉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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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2)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발생하는 법

적 권리·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곧 모체의 건강손상

에 해당하고,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것, 

다시 말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어서 출산으로 모체

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출산 후 업무상 재해

가 아닌 것으로 변할 수는 없다고 하여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

한 건강손상을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았다. 또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에

서 배제하는 법해석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헌법 제36조 제2항)를 방기하고 임신

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서 불리하게 차별하여 평

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먼저 재판부는 원고들의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출산 후에 비로소 진단받은 것이지만, 그 

발병원인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심장 형성의 장애)에 있고, 2009년과 2010년에 제주의

료원 간호사집단의 유산율은 약 40%로서 우리나라 일반인구의 유산율의 약 2배이며, 2010년에 

제주의료원 간호사집단의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율은 우리나라 일반인구의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율의 12.7~14.6배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통계치는 제주의료원의 간호사

들에게서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에 직업환경적 요인이 기여하였

을 것이라 추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의료원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경영위기로 간호사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

태에서, 근무시간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개별병동에서 간호자 2인이 40~60명의 고령의 

중증 환자들을 담당함으로써 노동강도가 일반적인 2·3차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현저

하게 높았으며 그들이 수행하지 않는 약품 분쇄작업, 오물처리 작업, 욕창환자 드레싱 및 용품 

소독·제작 작업, 사망환자 처리 보조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에게는 일반 병원

의 간호사들이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도, 제주의료원의 경영위기에서 비롯된 

노동강도의 증가, 임금체불,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특별한 직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었

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진단받기 전에는  평소처럼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임신

을 인지한 이후에만 야간근무가 면제되었고 교대조의 근무편성이 아침->저녁->야간조로 규칙적

으로 순환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임신 기간 전체에서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

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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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에서는 간호사가 임신한 경우에 모성보호를 위해 야간조 근무를 면제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배려조치도 없었다. 특히 「근로기준법」제51조 제3항 및 제50조 제1항, 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의료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임신 여부를 불문하고 1일 평균 9시간 이상, 1주 

평균 4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았

다.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은 병동에서 약품 분쇄작업을 수행하면서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

해한 FDA X등급, D등급 약품들의 가루를 미량이나마 호흡기와 피부로 흡수하였다. 제주의료원

에서는 간호사들에게 이러한 약품의 분쇄작업을 맡기면서도 그러한 약품의 유해성이나 취급시 주

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마스크, 장갑과 같은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몇몇 유해약품이 많이 사용되거나 새로 도입된 시기와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서 유산과 선천

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시기가 일치하며, 간호사들의 약품 분쇄작업을 폐지한 

2011년 이후로는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 밖에 원고들에게서는 직업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관련 병력, 가족력, 유전자 결함, 임신 

중 알콜이나 그 밖의 유해약물 복용 등과 같은 태아의 건강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기질적 

위험인자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또한 인정되었다.

라. 대상 판결의 특징

(1) 헌법상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근거로 한 산재 적용범위의 확대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태아의 건강손상을 모체(노동자)의 손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출산 이후 모

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태아에게 산재보험법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

었다. 이에 대해 대상 판결은 태아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모체의 일부로 보아 태아

의 건강손상을 모체의 건강손상으로 보고 태아인 상태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태아에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다하고 임

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다른 근로자와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며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분리

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산재인정에 장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들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였

다. 다만, 요양급여 외 장애급여 등에 관하여 관련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 등 

대책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별도로 언급하였다. 

(2)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법원의 심리범위에 대한 폭넓은 인정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

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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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원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2차 거부처분의 적법성만을 심사하여야 

하며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과 원고들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임신한 여성근로

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녀의 질병을 산재보

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이미 1차 거부처분에서 피고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의 질병은 (발병원인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은 점, 원고들이 원고들과 

그들 자녀들에 대한 관련 의학자료 대부분을 이미 제출했던 점, 피고의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

서는 논리적으로 선결문제인 ‘태아에 발생한 질환이 산모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이 개진한 법해석을 법리적으로 쉽게 배척하기 

곤란하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과 이유제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보완’을 형식적으로 요구한 

다음 ‘자료 보완 불이행’을 사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초진소견서 미제출’이란 사유

는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적 이유제시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

고들의 권리구제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5.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 주민의 갑상선암 손해배상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100370 판결)

가.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1978. 4. 29. 가동), 2호기(1983. 7.경부터 가동), 3호기(1985. 9.경부터 가

동), 4호기(1986. 4.경부터 가동), 신고리 1호기(2011. 2.경부터 가동), 신고리 2호기(2011. 12.경

부터 가동) 등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1990. 2. 25. 경남 양산군(1995년 양산군이 부산 기장군으로 이관됨) 일광면 이천리 

407-1에 전입하여 1993년까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993. 10. 16. 성남시로 전입하였으나 1996. 

3. 30. 다시 부산 기장군 이천리 848(이 사건 발전소에서 약 7,689km 떨어짐)에 전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위 지역 및 부근의 삼성리, 동부리 등지에 거주하여 왔다. 

원고 A는 2012. 2. 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갑상선의 악생신성물) 진단을 받고 

2012. 2. 2. 입원하여 2012. 2. 3.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2012. 2. 

14. 퇴원하였다. 원고 A는 앞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며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평생 복

용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이 사건 발전소의 제한구역(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경계에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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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방사선 피폭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Sv/년

 

나. 관련 의학지식 및 통계

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치료적 방사선 노출과 환경재해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며, 노

출된 방사선 용량에 비례하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에서 2011. 4.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원전 종사

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원자력발전소에서 5km 이내) 여자 주민의 갑상선

암 발병률은 원거리 대조지역(원자력발전소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 여자 주민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부산 기장군은 공동으로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 ‘기장군민 건강증

진사업’의 일환으로 기장군민 4,910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암 검진을 받은 기장군민 총 3,031명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은 41명이었다. 한편, 서울대

병원 강남센터의 암 진단율은 1.06%, 삼성 서울병원은 1.04%이다. 

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발전소 주변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원고 B는 직장암 진단을, 

원고 C는 선천성 자폐성장애 판정을 각각 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

정에서 방출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이므로 이 사건 발전소에서의 방사선 방출과 갑상선

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의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방사선량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

한 한도치를 하회하므로 이 사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능을 배

출하지 않았고, 원고 박금선이 거주한 지역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에서 갑상선암 발병률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003 0.00552 0.00778 0.0069 0.00686 0.00136 0.00242 0.00208 0.00488 0.00361 0.0064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00269 0.00207 0.00522 0.00664 0.00512 0.00640 0.00460 0.00226 0.00152 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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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관계를 보인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전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며,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에서도 갑상선암 발병 여성들의 원자력발전소 주변 거주기간과 암 발생률

이 비례하지 않고 남성의 경우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갑상선 암 이외의 다른 암의 

증가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판단

(1) 승소한 원고에 대한 판단

위 판결은 원고 A가 이 사건 발전소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발전소에서 내보

내는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갑상선암의 발생에는 방사선 노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 A는 

이 사건 발전소로부터 약 10km 이내 또는 10km 남짓 떨어진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여 

오면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의 갑상선암 발생에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선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방출된 연간 방사선량(제한구역 경계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에서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한도(1mSv),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9호 제16

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0.25mSv)에 미치지 못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간유효선량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서, 인체가 노출되었을 경우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는 점

④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결과 근거리 대조지역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이상 30km 떨

어진 지역에서도 원거리 대조지역에 비하여 1.8배의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원고 

A가 거주해온 지역이 이 사건 발전소의 방사선 유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

운 점

⑤ 다른 암과는 달리 갑상선암의 경우에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⑥ 원고 박금선이 침해당한 이익은 신체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른 이익보다 중요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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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공공의 필요에 의해 쉽게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법익인 점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장기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의 일반적인 예후, 

향후 치료 내용,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연간 유효 방사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였

으며 이 사건 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기장군 주민들의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가 청구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였다. 

(2) 패소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 B,C는 이 사건 발전소 주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왔고, 원고 B는 대장암 진단을, 원고 C

는 선천성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노출과 직장암 발생 사이의 용량-반응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진 점, 자폐증의 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고 1년에 1mSv 이하의 방사선 노출 하에

서 선천성 자폐증 발생이 증가된다는 연구는 아직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위 각 병의 진단과 이 사건 발전소의 방사선 방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산재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

고에게 있으나, 그 입증에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등에서 피해

자 구제를 위해 증명책임의 완화가 시도되어 왔다. 대상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입장은 유지되었

다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

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와 같은 판례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허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온 점, 원전 

지역 역학조사결과, 장기간 노출인 점 등에서 책임인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화학물질 노출

로 인한 직업성 암, 난치병 등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례 등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6. 소결

우리가 산재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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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사용자나 노동자 어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토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 특히 직업성 암의 경우 노

동자가 업무기인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 산재 소송

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 개선,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로 하여

금 퇴직 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 책임을 부여하고 ‘발암물질 노출노동자 목

록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의 입법적 방안도 고민해 볼 때이다.  

Ⅲ.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동향 정리  

1. 관계법령 및 문제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

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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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

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이하 생략)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

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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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인정여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 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

무를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진 결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한테서 제출받아 분석한 ‘중

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국내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에서 지난해 37.3%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엔 39.1%까지 높아졌다. 중대재해란 산업 현

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석달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이번 통계는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고용부가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고성 사망재해만 추린 것이다. 이런 결과는 중대재해 발생 건

수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2012년 919건이던 중대재해 건수는 지난해

엔 859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예년에 견줘 감소할 전망이다.(2014년 6월 현재 370건)

반면, 중대재해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산재로 숨지는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도 

증가했다. 2012년엔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37.7%였는데 지난해엔 

38.4%, 올해(6월 현재)는 39.7%로 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또다른 지표다.15)

따라서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원청업체에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의 업무환경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인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

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

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15) 한겨레 2014. 10. 17.자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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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3.29. 선

고 2006도8874 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의무를 일반적

으로 부정하고 있다. 

3. 관련 판례 -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가. 사실관계

2013. 3. 14. 전남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제 2공장에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사일로 4기에 대한 

내부 정기점검을 위한 맨홀설치작업이 순차로 진행되던 중 맨홀설치작업 시 진동공구에 의한 진

동 및 사일로 상부의 비계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사일로 1기(V-059 D)의 내부 벽면에 전체적으

로 부착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인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며 사일로 하부에 퇴적되다가, 유한기술 

작업자들이 맨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용접불똥 등이 사일로 내부의 플러프에 

착화되어 폭압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일로 하부 및 벽면에 있던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면

서 2013. 3. 14. 20:51경 위 사일로 내부에서 급격한 폭발이 발생하여, 그 폭발화염이 사일로간 

마주보게 뚫린 구멍 또는 사일로들을 연결하는 배관을 통해 다른 사일로(V-059 B) 내부로 들어

가 위 사일로 1기 내부에서도 급격한 폭발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폭발로 사일로(V-059 D) 상부 27m 지점에서 비계작업을 하여 사일로(V-059 D 및 

E) 간 연결통로를 만들고 있던 유한기술 소속 작업자인 피해자 김◯◯(52세), 백◯◯(41세), 조◯

◯(37세), 이◯◯(41세), 서◯◯(53세), 백◯◯(37세), 문◯◯(55세), 서◯◯(47세), 김◯◯(52세), 

사일로 상부 약 9m 지접에서 맨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유한기술 소속 작업자인 피해자 김◯◯

(38세), 김◯◯(42세), 서◯◯(32세), 윤◯◯(42세), 김◯◯(40세), 안◯◯(46세), 현장작업감시를 

하고 있던 대림산업 소속의 피해자 김◯◯(41세) 등 총 16명의 피해자들이 폭발 화염에 노출되어 

폭발로 인한 비산물에 충격되거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김◯◯, 백◯◯, 이◯◯은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 조◯◯는 다발성 흉복부 손

상으로, 피해자 서◯◯은 다발성 가슴부위 손상으로, 피해자 김◯◯은 화염에 의한 전진 화재로 

각각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 윤태순등 나머지 10명은 화염화상, 심재성 화상, 두개골·늑

골 골절, 흡입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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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1-3심 결론 

피고인/죄명16) 1심 항소심 대법원

1. 가.나.다. 

김길수17) 18)

징역1년6월/ 집유 

3년 

(산안법 위반은 

일부 무죄) 

징역 8월 무죄부분 파기 

2. 가.나. 김익현 

금고 2년/ 집유 2

년

금고 1년 상고--> 취하

3. 가.나. 김형철 금고 1년 -

4. 가.나. 정희준 금고 8월 상고--> 취하 

5. 가.나.다. 김용우19)
징역 1년6월/ 집

유 3년
쌍방 항소 기각 -

6. 가.나. 김선종

금고 1년/ 집유 2

년

- -

7. 가.나. 정해권 - -

8. 가.나. 김정식 - -

9. 가.나. 이정희 - -

10. 가.나. 김승원 - -

11. 가.나. 김성환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항소 기각 -

12. 다. 대림산업 주식회

사20)

벌금 3천만 원 

(산안법 위반은 

일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무죄부분 파기 

13. 다. 유한기술 주식회

사21)
벌금 3천만 원 피고인 항소 기각 -

1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7)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

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
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18) 대림산업 여수공장 시설의 변경관리절차와 정기보수작업계획의 최종 승인권자이자 공장 소속 직원 및 보수작업 근로자
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9)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
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20)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
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21)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



일과건강 287

다. 1, 2심 무죄 부분 (피고인 김길수,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 사건의 1, 2심 판결은 피고인 김길수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을 때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위 작업을 도급을 준 다음 하청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감시·감독하도록 한 데에 불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조항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하

청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원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다면 원청업체

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중 하청업체의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자를 형법에서 정

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다)”고 판시하여 원청업체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대

림산업 여수공장 시설의 변경관리절차와 정기보수작업계획의 최종 승인권자이자 공장 소속 직원 

및 보수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길수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라. 대상 판결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지되었던 기존 태도를 바꾸어,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

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

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판시하여 피고인 김길수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마. 파기환송심의 판단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광주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307 판결)에서 재판부

는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을 준 뒤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수급업체에서 수행하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
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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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업자에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채용한 후, 피고인 김길수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대림산

업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길수는, 비록 김형철 등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

사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일로 맨홀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사일로 내부에 존재하는 플러프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여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하여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 맨홀

설치작업 현장에 위 직원들을 배치하여 그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위 직원들이 그 감시․
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

다고 보아 피고인 김길수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김길수를 

징역 8월, 피고인 대림산업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했다(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그 심판범

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

바.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 판결은 하청업체의 업무환경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의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던 기

존 판례의 태도를 바꾸어 원청업체 및 그 안건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

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위 안전조치의무

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

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 안전조치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즉, 대상 판결은 원

청업체에게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환경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근

로자를 감시·감독하는 원청업체 근로자에의 업무환경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

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파기환송심의 판결내용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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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피고인 김길수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

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길수는, 비

록 김형철 등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일로 맨홀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일로 내부에 존재하는 플러프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하여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 

맨홀설치작업 현장에 위 직원들을 배치하여 그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위 직원들이 그 감시․감독 과

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

다....(후략)

따라서 대상 판결은 하청업체의 업무환경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의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

였던 기존 판례의 태도를 바꾸어 원청업체 및 그 안건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위 안전조

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지만, 그 안전조치의무의 대상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니

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원청업체 근로자들로 한정함으로써 원청업체가 하

청업체 근로자들의 업추환경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

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최근 잇따르는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의 희생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단기계약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다. 위에서 소개한 전남 여수의 대림산업 폭발사고는 안전조처를 무시하다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사고로 숨진 6명과 다친 11명 대부분이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직 노

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초단기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제공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두달 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진 5명의 노동자들도 모

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현대제철의 뒤를 이어 올해 들어서는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

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 3월25일에는 발판이 무너져 3명의 하청업체 소속 노

동자가 바다에 빠졌고, 한명은 끝내 숨졌다. 지난달만 해도 7·21·26·28일에 걸쳐 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이나 폭발 사고 등을 통해 사망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안전한 관리업무를 하고, 안전과 관련해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

들은 위험한 일에 내몰리는 ‘위험의 외주화’는 이미 상당부분 고착화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

규직 노동자에 비해 일자리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 목숨마저 불안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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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07년 51개 사업장의 원청 관리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40.1%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하거나 위

험한 작업’만 따로 떼어내 도급을 주지 못하게 하면서도, 해당 작업의 범위를 수십년 전에 많이 

하던 도금작업이나 중금속 관련 작업 등에 한정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2)

선진국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국

내는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 책임으로 보는 시스템이 하청기업에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

다.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하청이든 재하청이든 누가 누구를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

를 통제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는 원청이 아무리 큰 대

형사고가 나도 벌금 몇 백만원을 내는 데 그치니 안전관리에 투자하지 않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

되는 것이다. 책임역량이 큰 대기업은 엄하게 처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

고 도와줘야 한다.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산재를 ‘기업살인’으로 인식하고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조장하고 전가할 경우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산재란 인위적 재해로, 이윤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

라서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 원인은 대기업이 제공하고 부담은 국민

과 하청업체가 떠안고 있는 격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기업이 산재 예방

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23)

Ⅳ. 법령 동향 정리

2014년도 발의안 정리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2014. 3. 14. 발의 / 의안번호 9545)

▶ 제안이유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가능하나, 고용보

험은 「고용보험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22) 한겨레 2014. 5. 25.자 
23) 노동건강연대, [위험의 외주화]“산재 책임은 작업 시간·장소를 통제하는 원청이 져야” 
http://laborhealth.or.kr/resource/33802, 2013. 3. 20.

http://laborhealth.or.kr/resource/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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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신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2014. 3. 17. 발의 / 의안번호 9750)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

발․검정 및 보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업무상 재

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해당 사업내용이 반영되어 있

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명확한 출

연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사업을 추가하고,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2014. 3. 18. 발의 / 의안번호 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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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

우에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보건조치를 해야 함.

최근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민원 관련 업무 종사자가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

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법률에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를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 2014. 3. 21. 발의 / 의안번호 9844)

▶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및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율의 상승, 건설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 인사

고과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 미비함.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강제하고(안 제120조의2),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불이

익 처우를 주었을 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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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2014. 3. 25. 발의 / 의안번호 9867)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일정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단독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에 도움을 받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정한 근로자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전문가를 입회시키도록 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을 공정하

게 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제4항).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2014. 3. 26. 발의 / 의안번호 988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의 가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

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어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신

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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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81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7.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 2014. 4. 4. 발의 / 의안번호 10053)

▶ 제안이유

2013년 3월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

하고 11명이 부상당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

가 빈발하고 있는데, 석유화학물질의 유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해 다른 경우에 비해 대형 참사의 

위험이 크고, 2차 피해가 지역 주민과 생태 환경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대단위 국가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고 인근의 주거지역과 근접하고 

있어서 국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

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다수의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리감

독 또한 개별법에서 정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음.

이에 고위험성의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

의 책임성과 통합적 관리기능을 높이고, 산업안전관리라는 단선적 측면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야

기하는 법·제도상 문제점과 근로자의 건강권, 인근 주민의 건강 및 환경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

하는 방향에서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

나.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

조).

다.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

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

11조).

라.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

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2

조).

마.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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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긴급 안전·보건진단 실시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13조).

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

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

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하고, 입주업

체, 산단 종사 근로자, 인근 주민들도 위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조 및 제18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

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입주

업체, 정부, 산단 종사 근로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

22조 및 제23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

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입주업체에게 인근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해

당 주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안 제30조 및 제31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4. 29. 정부제출 / 의안번호 10391)

▶ 제안이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

가 요양이 끝난 후 다시 치료를 받는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재요양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급여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2014. 5. 9. 발의 / 의안번호 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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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실직의 가능성도 높으나 근로

자와는 달리 고용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

입하지 않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 자

영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미가입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시켜 고용안전망을 강화

하고자 함(안 제49조의2제11항 신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2014. 6. 26. 발의 / 의안번호 11001)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적발하도록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 부정수급자 적발

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게 포

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사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19조의3 신설).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2014. 7. 16. 발의 / 의안번호 11185)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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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1일을 연체하여도 1달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있어 실제 연체한 기간보다 과다한 

연체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임.

▶ 주요내용

이에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

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2014. 8. 7. 발의 / 의안번호 11343)

▶ 제안이유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

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으로 명시하지 않아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

정임.

▶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7

조제1항제2호나목 신설).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2014. 8. 7. 발의 / 의안번호 11345)

▶ 제안이유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감

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

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2015�노동자�건강권�포럼298

있지 않고 정부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주요내용

정부의 책무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포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 2014. 9. 25. 발의 / 의안번호 11842)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65세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을 불허하고 있음.

현행법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실직 후 재취업 가능성이 크

지 않고,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실업에 따른 대체소득의 필요성이 많지 않을 것

으로 추정하기 때문임.

하지만 최근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취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업

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

고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연금 등 노후소득 준비와 사회안전망 모두 취약한 실정임. 베이비부머(7,582천명) 중 

2012년 기준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입기간 10년 이상)는 33.8%에 불과하

고, 65세에서 69세의 고령자 중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19.2%에 불과함

(2011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6%의 고령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1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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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17. 정부제출 / 의안번호 12068)

▶ 제안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

료를 일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안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1) 현재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퇴직한 해의 다

음 연도에 보험료가 정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바로 보험료 정산

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함.

나.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안 제21조제1항)

1) 현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의 정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근로자가 보유한 재산 또는 임금 외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일괄하여 

반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가 반환금을 받을 수 없으면 근

로자도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잘못 낸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안 제28조의6제1항)

1)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10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는바,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액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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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실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2) 보험료 등의 체납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금액

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

우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2014. 10. 23. 발의 / 의안번호 12103)

▶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되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일정

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형

의 예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대리운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있는데, 이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25

조제1항).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2014. 11. 17. 발의 / 의안번호 12521)

▶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여 전체 재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

행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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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

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과정 및 인력·시설·장비가 부실

한 위탁기관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부실문제 발생하므로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받고자하는 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

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를 도입함(제16조의3).

나.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제29조제8항).

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

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2014. 11. 26. 발의 / 의안번호 12665)

▶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권리 조항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석되어, 서비스업 

특히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제조업/서비스업에 함께 적용하기 

위하여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대표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불균형 문제가 있으며, 실

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 본인에게 닥치고 있는 재해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어렵게 ‘작업중지권’을 이용하였더라도 ‘합리적 근거’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나타남. 

▶ 주요내용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

에게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과도한 합리적 근거’를 지양하고자 함(안 제26

조 및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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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발의안 정리24)

1.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2013. 6. 26. 발의 / 의안번호 5659)

▶ 제안이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2만 7천명에 이르고, 부상·사고 

등으로 다친 노동자만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

고, 수 없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기업주가 현실에서 법적 책임은 미미한 수준

에 그치고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그 중 32%가 무혐의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으며, 벌금형으

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선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법의 목적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안전문제를 하청업체로 떠넘겨 위험마저 외주화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

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친화적 사회로 진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위반 사항 중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범

죄행위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보다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노동·시민사회의 입법청원이 빗발치고 있음. 

산재로 인해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매년 거의 20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함. 이에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범죄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24) 민변 노동위원회 노진호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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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근로자나 종사자가 사망하여 법 제3    조 위반죄로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법 제3조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산업안전보건범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경

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6조).

바.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는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도

록 함(안 제7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할 것

을 요청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아.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처벌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

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안 제9조).

▶ 주요 검토내용

1)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산업안전에 관련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없다. 또한 안전문제를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실

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존 형사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사망 사고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은 아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내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그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 둘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산업안전보건범죄만을 특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조항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수도 없고 산재 사고에 맞추어 처벌요건이나 처벌대상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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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행정적 제재를 형사법 체계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산재사망 사고 규정

- 제정안 제3조는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업

주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 66조의2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은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형량이 낮은 편이다. 또

한 이 규정은 직접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 따라서 사업주의 경우에 형량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3) 과실범

- 제정법 제4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근로자 또는 종

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동법 

제23조(안전조치의무) 제1항 내지 3항 위반과 제24조(보건조치의무) 제1항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제정법 제4조는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4) 집행유예 결격기간

- 제정안 제5조는 집행유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기간 3년보다 가중하

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따라서 재범자에 대해서만이라도 가중하여 처벌할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 제정안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상 배상책임

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우선 원고가 손해의 3배 이하로 청구할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3배 이상 손배액을 지급하

라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원고가 항상 손해의 3배 이상을 청구해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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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규정도 아닐 것이다.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손해의 3

배 이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원고

가 손해의 3배 이하를 (하한 없이) 청구해도 되고 그 이상을 (상한 없이) 청구해도 된다는 의미

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손해와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그에 대한 책

임을 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더라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6) 행정적 제재

- 제정법 제8조에서는 산업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허가나 면허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중대한 산재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사고 발생 이후에 

그에 합당한 행정상 제재가 없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를 담은 개정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2013. 5. 28. 발의 / 의안번호 5159)

▶ 제안이유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 일부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조치 사항은 사업장 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

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도급 사업주의 산업

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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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하고, 유해․위험작업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8

조제1항).

나. 도급 사업주가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제23조․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

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함(제29조제1항).

다. 사업주가 중대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

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라.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66조의2제

1항, 제67조의2제1호, 제68조제2호).

마.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2

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했을 때는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항).

바. 양벌규정에서 산재사망을 일으킨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 명시적인 벌금형을 

규정함(안 제71조).

▶ 주요 검토내용

○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는 위험작업의 도급금지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작업의 도

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작업의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동조 제1항). 법문의 형식으로 보아 위 

조항은 도급금지 조항이라기보다는 인가를 요건으로 한 도급 허용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위 조항은 도급의 광범위한 허용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 조항이 인가

대상 작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이 인가대상을 십수년째 도금, 수은 

등 몇몇 작업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외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인가조차 필요 없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도금작업 등 일부 유해∙위험 작업의 상시적 사내도급을 전면금지하고, 일시

적∙간헐적 작업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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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수행하던 수급

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도급인이 직접 근

로자를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상 도급금지라는 표제를 무색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

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도 유해∙위험 작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가 아닌 사내도급의 형식일지라도 유해∙위험작업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

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의무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요건으로 i)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일 것, ii)일부 분리 도급 사업일 것, 또는 전부도급

일 경우에는 전문분야일 것, iii)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

은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내용을 추가 확대하면서, 위 ii)요건을 삭제하여 제29조의 적용 대상 사

업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적용대상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개정안에서 ii)요건을 삭제한 것은 도급사업주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도급사업주의 책임 강

화라는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 다만 적용대상 사업을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두고 있는 

부분도 삭제하여 전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행령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

는 사업을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나아가 현행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

조의1 별표1에서는 제29조의 적용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원자력 관련 작업, 선박

관련 작업, 서비스업 등 마땅히 규제되어야 할 대상 적용제외 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을 확대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새로 추가된 의무인 제23조 및 제24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제67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제72조). 이는 도급인의 책

임을 강화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특히 제23조 및 제24조의 의무 위반의 경우 도급인에게도 벌칙

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행정적 제재 강화



2015�노동자�건강권�포럼308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고 그 행정제재로서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를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로 확대, 강화하였다. 중대 산업

재해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행정적 제재가 마땅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 개정은 타당하다.

○ 산재사망 사고의 형량강화 및 구성요건 신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산재사망 사고의 벌칙 규정(제66조의2)을 두고 있

는데, 개정안은 징역의 경우 10년 이하로, 벌금의 경우는 10억원 이하로 현재보다 형량을 강화하

였다(개정안 제66조의2 제1항). 또 위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3배)을 신설하였다(제2항). 

현재의 산업재해 관련 처벌이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형량을 강화하

고 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정안 제66조의2 제1

항은 구성요건으로 앞서 본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을 포함시켰는데, 대법

원이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서 제66조의2 적용을 배제해왔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입법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이다. 

○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 상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형량

과 이들을 고용∙선임한 법인 또는 개인의 형량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

하도록 하여 형량을 분리, 강화하였다. 이는 산재사망 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

업재해율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산재사고는 사업주가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고 이득을 얻으려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산업재해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책임으로서 

책임주의 측면에서 어긋날 것이 없고 효과면에서도 가장 실효성 있는 처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에 대한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현행

법의 양벌규정이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같은 형식(본범과 동일한 형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규

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양벌규정은 본범의 행위에 대해 법인의 관리감독 상의 책임을 추궁을 묻는 것이 주목적

인 반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에게 그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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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며, 나아가 그 이익추구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의 환경을 조성한 책임

을 추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여타

의 양벌규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규정될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과 같이 산재사망 사고

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위 규정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의문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을 보면 개인이 직접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를 발생시키면 10억 이하의 벌금(개정안 66조의2)에 처해지는데 개인의 종업원 등이 안전∙보건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2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정안 71조). 직접 범하면 10

억, 종업원 등 다른 자가 범하면 20억. 아무리 산재사망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책

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형량상의 불균형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개인

의 경우 형량상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위 법조항에서 개인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겠지만, 이 경우 개인인 사업주와 법인인 사업주를 차별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

이다. 

Ⅴ. 결론 – 근로자의 건강권은 사용자가 보장해야 한다. ‘기업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2011년 2월 영국의 Alexander Wright라는 한 젊은 지질학자의 죽음에 대하여 영국 법원은 

Cotswold Geotechnical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기업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38만5천 파운드(한화 

약 6억9천6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 ‘기업살인법’으로 통칭하기로 한다)로 기소되어 유죄 판

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2008년 9월 27세의 젊은 지질학자인 Alexander Wright는 작업중 3.8미터 아래 구덩이에서 지반

침하로 질식사했다. 이 젊은 청년이 2년 반 동안 일했던 Cotswold Geotechnical(주)은 1992년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자체 문서에서 1.2미터 보다 더 깊은 구덩이의 경우 말뚝 또는 지지대가 사

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사망한 젊은 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

다. 그리고 누군가가 굴속에서 작업을 한다면 한 사람은 지상에서 감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사고 후에도 구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영

국의 ‘기업살인법'을 적용 경영상의 실패(management failure) 책임을 물어 사업주에게 고액의 벌

금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물론 이 회사는 사업주 1인지배 구조의 단순한 형태로 경영상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 조그마한 기업이라 책임자가 누군지에 관해 논쟁이 되지는 않았다. 영국의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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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계의 반응을 전하면서 이 사건의 해당 회사보다 더 복잡한 경영구조로 이루어진 큰 회사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의

무를 해태로 발생한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소는 하였지만 처벌에는 번번이 실패한 사례

가 있었기에 기대 반 우려 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심각한 부주의로 사람을 사상케 한 기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의 과실에 의한 끔찍한 일련의 사건

이 배경이 되었다. 이를 단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공공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관하여 ‘살인죄’

를 적용하여 사업주 및 경영층을 처벌함으로써, 사업주 또는 이사 기타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

화해야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기업과실치사 및 기

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25)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되어 2008년 4

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

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우선 벌금 체

계가 대폭 강화됐다. 법 위반 기업은 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 범위에서 산업재해 벌금을 내

야 하지만,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업 

고위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묻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주 이름과 기업의 범죄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한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과 법인이 국적에 상관없이 법의 적

용을 받는다. 2007년에도 우리나라의 14분의 1 수준이었던 영국의 사망만인률은 기업살인법 제

정 이후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영국 안전보건청에 따르면 2007년 0.07명 수준이었던 사망만인률

은 008년 0.06명으로 감소한 후 2009년에는 0.04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캐나다 역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 캐나다는 1992년 웨스트래이 

광산 폭발사고가 계기가 됐다. 2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 후에 노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캠

페인이 벌어졌고 사회적 논의 끝에 2003년에는 산재사고 시 기업과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법률 적용 대상 역시 모든 피고용인과 계약자로 확대됐다. 미국에서

는 사업주의 정의를 책임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넓혀서 해석하고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미국

노동자 보호 법안’이 2009년 발의돼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에는 기업의 고의적 위반으

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경영진에게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형량을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각각 원청 사업주의 정보 제공 미비로 사고 

발생시 원청 책임부담을 명시하고 원청 사업주의 위험고지 의무를 명시할 것을 명문화하였다.26) 

25)  manslaughter : 고살(故殺) homicide without malice aforethought (브리태니커)
영미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통틀어 homicide(살인죄)라고 하며 이를 murder와 manslaughter로 구분한다. murder 모

살죄(謀殺罪)는 사람을 죽일 의사를 사전에 품고 살해한 경우이며 manslaughter는 이러한 고의 없이  살해가 이루어진 
경우다. manslaughter는 다시 voluntary와 involuntary로 나누어지며 전자의 경우 싸우는 과정에서 욱하는 감정 때문에 
생기는 우발적 살인을 말하고 후자는 행위자가 제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사람의 죽음을 야기한 경우라
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과실치사의 경우 involuntary manslaughter와 같은 개념이며 다른 입법례(뉴질랜드)에서도 
corporate manslaughter의 의미는  involuntary manslaughter로 제한한다. ‘살인’이라고 변역하기도 하나 우리의 법체계
상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에 가깝게 해석하기도 한다. 

26) 경향신문 2013. 3. 19.자 및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 다시 주목받다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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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서 사업주를 의무이행의 주체로 보고 있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법인인 사업주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만 부과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는 ‘기업책임법’을 제정해 원청에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

법을 통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산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 할 경

우 처벌도 엄격화 해야하며, 피해 결과를 유형화하여 형량을 강화해야 하며, 형량의 하한을 규제

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산안법에서의 피해자 범위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나 그 외의 노무제공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도급, 용역 노동자나 하청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특별

법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의 허가나 면허의 취소 등 행정

적 재제, 사고사실 공표 등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살인법' 의 입

법 핵심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안전·보건의 의무가 있는 기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노동자의 생명

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는 원청업체에게 무

거운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http://laborhealth.or.kr/30600 

http://laborhealth.or.kr/30600




끝나지 않은 한국의 석면문제, 
Not relief! Bu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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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건설산업연맹,

2. 주제 : 끝나지 않은 한국의 석면문제 Not relief! But compensation!  

3. 세션 운영 배경

A. 2014년 국정감사를 전후로 제기된 한국사회의 주요 석면문제인 학교석면, 병원석면문제와 석

면관련 산업재해 및 환경구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자연석면문제 등 현

안을 노동자와 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석면문제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된 석면산업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짚어본다.  

B. 이 워크숍은 석면문제 활동가와 전문가 그리고 석면피해자 및 석면관련 현장노동자들이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절적인 현황파악 및 이해를 높이고 2015년도 

석면추방활동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천적 내용을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 진행방법 : 15분 발표, 15분 토론 한 주제당 30분, 2시간 30분 

○ 발표 및 토론

- 환경피해가 아닌 산업재해다 No Relief. Yes Compensation 

① 발표 : 스즈키 아키라(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신동희(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② 지정토론 :  

   · 조기홍(한국노총) 

   · 조태상(김영주의원실 보좌관)

- 플랜트산업 노동자들의 석면문제 이렇게 풀어가자

① 발표 : 윤간우(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② 지정토론 : 플랜트노조, 최명선(민주노총)

- 학교와 학원 그리고 병원의 석면문제와 석면피해

① 발표 : 임흥규(환경보건시민센터)

끝나지�않은�한국의�석면문제,�

Not� relief!� But� compensation!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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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토론; 

   · 초중학교 교사, 은행사거리학원석면해결위한학부모모임  

   · 정재수(보건의료노조),

   · 권혜성(석면추방부산공대위 간사)

- 한국 석면문제의 특징과 해결방향 & 석면산업 공해수입국에서 공해수출국이 된 한국

① 발표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② 지정토론 : 안종주(“침묵의 살인자 석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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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아키라(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피해가 아닌 산업재해다. No Relief! Ye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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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신동희(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악성중피종)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 성명 : 정OO

● 주민등록번호 : 540114 - 0000000

● 주소 : 전남 여수시 

● 병력   

피재자는 1954년 1월 14일 생으로 1987년까지 경기도 고영군 진관외리(현재 서울시 은평구로 편

입)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 주변에 석면공장, 폐기물 저장장 등과 같은 석면 관련 시설은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철탑 자재 운반(4개월)하였으며, 1973년 육군에 입대하여 1976

년에 제대할 때까지 탄약 정비를 하며 탄약고에서 근무 하였다. 1976년 제대 후 특별히 하는 일

이 없었다. 1976년 조광 산업에 사무직으로 취업하여(부천시 오정구 내동 168-1, 퇴직 후 이전

된 주소), 1984년까지 근무하였다. 1984년 조경회사에 입사 하였으며 1987년 결혼 후에 건어물 

도소매를 하였으며, 2004년 후 부도가 난 후에는 일 없이 지냈다. 

2006년 9월 경 숨이 차고 복수가 차는 증상을 주소로 경희 의료원을 방문하였다. 단순흉부방사

선 촬영과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으며, 중피종 의심 하에 종양내과, 흉부외과진료를 받았다.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통해 조직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

다. 이후에, 

2007년, 1차 항암 치료 8차례

2010년, 흉부외과에서 오른쪽 흉막반 일부 제거

2011년, 2차 항암 치료 6차례

2012년, 흉부외과에서 오른쪽 흉막반 재 제거

2013년, 3차 항암 치료 6차례

2014년 1월, 4차 항암치료 1차례 후에 피재자의 컨디션 저하로 중단한 상태. 

(악성중피종)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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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면 구제급여를 신청하여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직업성 석면 피해로써가 아니라 환

경성 석면 피해로 구제를 받은 상태이다.

● 근무 형태 (본인 진술 의거)

조광 사업은 곤로(난로)용 심지를 제조하는 업체로 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침 8시 경에 작업

을 시작하여 저녁 6시에 종료하였다.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 외에는 별도로 쉬는 시간이 

없었다. 휴일은 한 달에 2번이었고, 추석, 설날이외에 추가적으로 쉬는 날이 없었다. 

피재자가 공장에서 일한 계절은 봄, 여름, 가을이며 겨울에 가장 바빴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공

장에 있는 날도 있었다. 피재자는 주로 완제품 수송, 납품을 담당하고, 공장에 있었을 때는 작업

실에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했다. 그 작업이라는 것은 주로 제품 포장이었다. 

● 심지 제조 원료 (본인 진술 의거)

난로 심지는 유리 섬유, 석면 섬유, 면 섬유를 꼬아서 생산 하였다. 유리 섬유와 석면 섬유는 종

이 상자로 반입되었으며, 면 섬유는 천으로 된 봉지로 반입되었다. 재료는 사용하면서 주문하고 

양이나 입고에 대한 정해진 것은 없었으며, 구입처는 각기 달랐다. 공장 내에 원료를 보관하였으

며, 정해진 위치는 없었다.

● 난로 심지 제조 공정 (본인 진술 의거)

피재자가 일했던 공간은 마무리 작업실이었으며 먼지와 악취로 가장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

다. 마무리 작업실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이러하다. 

① 재단: 상층부(불이 붙이는 부분. 5cm 내지 7cm)와 하층부(난로 탱크 속에 들어가는 부분. 난

로 크기에 따라 폭은 다름)를 자르는 작업이었다. 평소에는 담당 근로자가 혼자 작업하였으나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피재자도 도와서 재단을 하였다. 한꺼번에 재단한 후 바로 다음 단계에 

사용되었다. (피재자 참여)

② 봉합 작업 : 상층부와 하층부를 하나의 심지로 봉합하는 작업이었다. 마무리 작업실에서 일하

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하였다. 

③ 마무리 작업 : 상층부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부분을 마무리 작업실의 모든 근로자가 재단용 

가위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④ 테이프 작업: 접착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에 물을 묻히고, 봉합부에 테이프를 붙혀서 

금속통에 씌워 다리미질 후 건조시키는 작업이었다. 

⑤ 포장: 제품을 식히고 나서 가운데로 접어 포장 비닐봉투에 넣는다.(피재자 참여)

⑥ 곤봉: 완성된 심지를 10개씩 묶어서 1박스에 60개 제품을 담았다.(피재자 참여)

● 과거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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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상선 항진증(20년 전부터)

2) 고혈압(1년 전부터)

3) 고지혈증(1년 전부터)

● 흡연력

25년 전부터 금연 (1985년 - 1990년 5년 동안 1/3갑 흡연)

● 음주력

8년 전부터 금주

● 약물력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약물 복용 중. 

● 가족력

4남 중 3남. 

큰형 : 고엽제 피해로 치료 중

둘째형 : 혈액 질환이라고만 들음. 

막내: 특별한 질환 없음. 

 

●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한 문헌 고찰

(1) 석면의 발암성 기준

석면은 세계 각국에서 인체에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ARC: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f Cancer, 2013

- NTP: 미국국립독성학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NTP) Report on Carcinogens, 

12th RoC

- ACGIH: 미국산업위생가전문위원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IARC NTP ACGIH EPA IRIS EU CLP 노동부

Asbestos, all 

forms
Group 1

Known to be 

a human 

carcinogen

A1 A Carc. 1A 발암성 1A

발암성 분류



일과건강 327

Hygienists, TLV_2012

- EPA: 미국환경보호청, 통합위해성정보시스템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IRIS)_2012

- EU CLP: 유럽연합 제품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 1272/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

- 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미국의학원(the Institute of Medicine, IOM)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각각 2006년(NAS 

2006)1)과 2009년(Straif 등, 2009)2) 석면의 발암성에 대해 재평가 하였다.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모든 종류의 석면이 폐암과 악성 중피종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석면, 석면증, 그리고 암에 대한 국제적 전문가 회의는 폐와 흉막의 질환을 의논하고, 석면에 대

한 속성과 진단을 위한 새로운 기준에 동의하기 위해 1997년 1월 20-22일까지 헬싱키에서 열렸

다. 그 컨센서스 보고서는 “헬싱키 기준”으로 명명되었다. 헬싱키 기준(Helsinki Criteria) 3)는 많

은 경우에서 수용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핀란드, 그리고 호주와 같은 나라들에서 인정과 보상

에 활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석면폐(Asbestosis)

방사선 소견 상 small opacities(ILO grade 1/0)는 일반적으로 석면폐의 초기 단계라고 여겨지고 

있다. 

② 흉막 질환

방산선 영상학적으로 명확히 진단된 흉막반의 80~90%는 석면의 직업적 노출과 관련되어 있다. 

작업 현장이나, 가정,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서 저농도에(0.01 fibers/㎤ 이하) 노출될 경우

에는 흉막반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만성 흉막비후는(diffuse pleural thickening) 좀 더 높은 농도

의 노출의 정보가 필요하다.

③ 악성중피종

악성중피종의 경우, 작업 환경에서 석면에 저농도 혹은 단기간 노출되었다는 정보만으로도 충분

하다.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석면 노출 이

1) NAS. 2006. Asbestos: Selected Cancers. The National Academies, Institute of Medicine, Board on Population Health 
and Public Health Practices, Committee on Asbestos: Selected Health Effect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340 pp.

2) Straif K, Benbrahim-Tallaa L, Baan R, Grosse Y, Secretan B, El Ghissassi F, et al. 2009. A review of human 
carcinogens—Part C: metals, arsenic, dusts, and fibres. Lancet Oncol 10(5):453-454.

3) Asbestos, asbestosis and cancer: the Helsinki criteria for diagnosis and attribution,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7, 23: 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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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소 10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다(실제로는 잠복기가 30-40년 정도 된다). 흡연의 영향은 

없다.

한국의 경우에 2013년 7월 노동부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성암 부분에서 새로운 인정기준이 

제시되었다. 그 기준은 이러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인정기준4)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

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 발생 기준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악성 중피종에 대한 인정 기준은 이러하다.

4)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10 직업성암, 노동부, 2013.
5) 석면에 의한 질병의 노재 인정(石綿による疾病の勞災認定), 후생노동성, 2012.
6) Appendix 3 of "Asbestos-related occupational diseases in Europe: Recognition-Figures-Specific systems", Eurogip, 

2006.

국가 인정요건

일본5)

(1) 석면 노출 근로자에게 발병한 흉막, 복막, 심막 또는 정소초막의 악성중피종으로 진폐법에 

정하는 흉부 방사선 사진의 영상이(제1~4형) 석면폐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석면 노출 작업 

종사 기간이 다음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그러나 첫번째 석면 노출 작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10년 미만에서 발병 한 것은 제외한다.

① 흉부 방사선 사진의 영상이 제1형 이상 석면폐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석면노출작업 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악성중피종은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병리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악성중피종 확진

이 중요하지만, 병리조직검사를 실시 할 수없는 경우에는 임상검사 결과, 영상 소견, 임상 경

과, 다른 질환과 감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프랑스6)

의학적 진단 기준은 조직학적 조사, 부족할 경우 임상경과와 영상의학적 진단. 석면 노출 기준

은 최소 기간 없이 일상적인 노출 정도. 잠복기는 노출이 끝난 후 최장 40년.

독일7)

의학적 진단 기준은 입증된 진단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방사선사진, CT를 선호)을 바탕으로 

하며, 심지어 적은 노출도 인정. 

잠복기는 최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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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에서도 직업성암으로 인정되는 악성중피종은 작업 환경

에서 석면에 저 농도 혹은 단기간 노출되었다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며, 병리조직검사 결과에 따

라 악성 중피종 확진이 중요하지만 병리조직검사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상검사 결과, 영

상 소견, 임상 경과, 다른 질환과 감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중

피종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석면 노출 이후 최소 10년의 경과 기간이 필

요하다.

(3) 석면폐증의 진단과 직업성 석면 노출력으로써의 의미

석면은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로, 흉막과 폐실질에 병변을 유발한다. 흉막에는 

흉막판(pleural plaque), 미만성 흉막비후(diffusepleural thickening), 원형무기폐(round 

atelectasis), 중피종(mesothelioma) 등이 발생한다. 폐실질에는 석면폐증(asbestosis)과 폐암(Lung 

cancer)이 생긴다. 

석면으로 인해 폐에 생기는 질환 중 흉막판이 가장 흔한 질환이다. 다음으로 석면폐증(석면증), 

폐암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폐암과 중피종이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8)9) 

석면폐증은 석면분진의 흡입에 의한 폐실질의 미만성 간질성 섬유화로 폐실질에 생기는 가장 중

요한 변화다. 이러한 폐섬유화는 석면 노출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후부터 발생하며, 석면에 고

농도로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노출된 석면의 양과 석면폐증의 발생은 관련이 있다. 그

리고 흉막질환의 유무 및 중증도가 석면폐증의 유무 및 중증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12)

그러므로 석면폐와 같은 폐섬유화가 있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어 석면 관련 종사자의 직업력과 석면 노출력을 세세하게 증명 할 수 없는 경우 고농도 석면 노

출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석면폐증의 임상진단은 1986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에서 채택한 진단 

기준을 따른다. 단순흉부촬영에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분류

7) Appendix 3 of "Asbestos-related occupational diseases in Europe: Recognition-Figures-Specific systems", Eurogip, 
2006.

8) Kim JS, Lynch DA. Imaging of nonmalignant occupational lung disease. J Thorac Imaging 2002; 17: 
  238-260.
9) McLoud TC. Conventional radiography in the diagnosis of asbestos-related disease. Radiol Clin North Am 1992; 

30:1177-1189.
10) Lynch DA, Gamsu G, Ray CS, Aberle DR. Asbestos-related focal lung masses: manifestations on conventional 

and highresolution CT scans. Radiology 1988; 169: 603-607.
11) Gefter WB, Conant EF. Issues and controversies in the plainfilm diagnosis of asbestos-related disorders in the 

chest. JThorac Imaging 1988; 3: 11-28.
12) Gefter WB, Epstein D, Miller W. Radiographic evaluation of asbestos- related chest disorders. Crit Rev Diagn 

Imaging 1984; 21: 12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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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s, t, u 형태의 소음영이 양적으로(profusion) 1/1 이상13)으로 관찰되어야 석면폐증을 진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흉부사진은 석면폐증의 진단에는 질병특유의 소견이 없어 민감도가 떨

어지는 검사이다.14) 단순흉부사진상 흉막변화가 심해서 폐실질의 변화를 알기 어려운 경우나 석

면폐증을 진단하기에 폐실질 병변이 불확실한 경우는 추가적인 전산화단층촬영이 필요하다15)

석면폐증은 고해상전산화단층촬영(high –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HRCT)상 초기에 

가슴막밑 점 같은 혼탁(subpleural dotlike opacities) (그림1) 및 가슴막밑 곡선음영(subpleural 

curvilinear opacities)(그림2)이 보인다. 점차 진행되면 소엽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terstitial 

thickening or intralobular lines)와 소엽간 중격비후(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가 관찰된다. 

섬유화가 좀 더 진행되면 폐실질밴드(parenchymal bands), 벌집모양음영과 견인 기관지확장증

(traction bronchiectasis)이 관찰된다.(그림3) 이러한 전산화단층촬영의 이상 소견은 폐 하부 후방

기저부 가슴막밑(lower lung posterior basal subpleural portion)에 주로 생기고 진행되면 폐중엽

과 상부까지 침범 한다. 이러한 소견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16)17) 

(그림1,2,3)18)

 

13) American Thoracic Society. The diagnosis of nonmalignant diseases related to asbestos. Am Rev Respir Dis 
1986; 134:363-368.

14) Kipen HM, Lilis R, Suzuki Y, Valciukas JA, Selikoff IJ. Pulmonary fibrosis in asbestos insulation workers with 
lung cancer: aradiological and histopathological evaluation. Br J Ind Med 1987; 44: 96-100.

15) Webb WR, Muller NL, Naidich DP. Pneumoconiosi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lung disease. In: Kluwer W, 
ed. High-resolution CT of the lung. 3rd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9: 301-334.

16) Akira M, Yamamoto S, Inoue Y, Sakatani M. High-resolution CT of asbestosis and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AJR Am J Roentgenol 2003; 181: 163-169.

17) Akira M, Yokoyama K, Yamamoto S, Higashihara T, Morinaga K, Kita N, Morimoto S, Ikezoe J, Kozuka T. Early 
asbestosis:evaluation with high- resolution CT. Radiology 1991; 178:409-416.

18) Kim JS, Imaging Diagnosis of Asbestosis. J Korean Med Assoc 2009; 52(5): 465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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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관찰된 소견들과 함께 적절한 석면 노출력, 임상증상 등이 동반된 경

우 석면폐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석면폐증은 석면에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된 것을 시사한다.19) 

(4) 문헌 고찰을 통한 1980년대 석면방직업의 석면 노출 농도

최정근 등의 연구에 의하면 수입된 석면은 1970년대에 약 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에 사용되

었고 1990년대에는 슬레이트와 보온단열재인 건축내장재, 천정판, 석면판 등에 약 82%를 사용하

였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석면마찰재 생산 사업장으로 자동차와 기차, 중장비용 브

레이크라이닝 패드, 클러치 페이싱 등에 약 8.5%가 사용되었다. 석면포와 석면사, 석면패킹 등의 

석면방직에는 약 5.5%가 사용되며 기타 가스켓과 단열제품에 1.5%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면방직업은 1969년 처음 시작된 이래 20년 이상 지속되었다. 국내에서 석면취급사업

장에 대한 노출 실태가 조사된 것은 1984년 노동부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석면 슬레이트 제조 사

업장과 브레이크라이닝 사업장, 석면방직업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 최초이다.20) 

1984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석면 취급 사업장 및 건물 공기 중 석면 노출실태에 대

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업종 및 직종별 석면 평균 노출 농도를(f/cc)를 조사한 결과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은 1980년대에 2.65 f/cc으로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0.39 f/cc), 광석 및 석재 가공

장치 조작원(0.39 f/cc), 자동차 정비원(0.89 f/cc)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과 동일한 정도의 농도 노출되었다.21)

 

● 업무 관련성 평가

(1) 피재자의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 중피종 발생 

피재자의 경우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다. 그러나 당시 작업량이 과중하여 자주 마무리 

작업을 돕는 등의 생산 업무도 적지 않았다. 피재자는 석면 심지 직조 공장에 취업하기 전에 석

면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고, 33년 동안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지만 그 주위에 석면 관련 산

업은 없었다. 1980년대에 타 석면 제조 사업에 비해 석면섬유방직업은 석면 노출량이 높았다. 

1976-1984년에 석면섬유로 난로 심지를 만들던 사업장에 종사 중이던 피재자가 주업무가 사무

직이었음에도 마무리작업에 동참하여야 할 정도로 작업량이 많고, 석면 원료와 중간 완제품들의 

보관조차 철저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석면에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이후에는 석면 노출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였으나 2006년(석면 

심지 직조 공장을 그만 둔 지 22년 후)에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이는 최소 10년의 잠복기 

19) Kim JS, Imaging Diagnosis of Asbestosis. J Korean Med Assoc 2009; 52(5): 465 - 471
20) 국립노동과학연구소: 석면취급사업장 유해환경 실태조사, 1984
21)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석면의 발암성 고찰과 석면 노출로 발생한 직업성 암의 새로운 인정 기준 제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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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의 진단 기준에 합당한 소견이다. 피재자는 과거 석면 심지 직조업에 

종사한 뒤에 고농도 장시간 석면 노출로 인해 악성 중피종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재자의 고해상전산화단층촬영 소견

피재자는 고해상전산화단층촬영(2014년 9월 30일,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에서 촬영, 복와위)상 

[증 제1호]에서 우측 주기관지의 분지 부분에 중피종(mesothelioma)이 보이고, 우측 폐 후방 기

저부로 흉막반이 관찰되고 있다. [증 제2호]는 여러 개의 흉막반들이 우측 폐 후방 기저부에 보

여 석면 노출력을 지지해줄 수 있다. [증 제3호]에서는 섬유화가 좀 더 진행되어 폐실질밴드

(parenchymal bands)가 관찰되고 있다. 폐실질밴드는 석면폐증(Asbestosis)을 의심하는 소견이며 

이는 고농도 노출을 시사한다. 

[증 제 1호. 우측 주기관지의 분지 부분에 중피종 (원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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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 2호. 우측 후방 기저부의 흉막판 (화살표)]

[증 제 3호. 우측 후방 기저부의 폐실질밴드(parenchymal bands)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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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피재자의 경우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다. 그러나 당시 작업량이 과중하여 자주 마무리 

작업을 돕는 등의 생산 업무도 적지 않았다. 피재자는 석면 심지 직조 공장에 취업하기 전에 석

면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고, 33년 동안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지만 그 주위에 석면 관련 산

업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타 석면 제조 사업에 비해 석면 노출량이 높았던 석

면섬유직조업종의 사업장을 그만둔 22년 뒤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았다. 피재자의 흉부 고해상전

산화 단층 촬영에서 석면폐를 강하게 의심하는 판독 소견을 바탕으로 피재자는 직업성으로 인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농도 석면 노출과 함께 헬싱키 기준에서 제시한 

10년 이상의 잠복기 후에 발병한 피재자의 악성중피종은 환경성 석면 노출보다는 과거 직업성 

노출로 인한 질환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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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간우(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플랜트산업 노동자들의 석면문제 이렇게 풀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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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규(환경보건시민센터)

학교와 학원 그리고 병원의 석면문제와 석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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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 석면문제의 특징과 해결방향 & 

석면산업 공해수입국에서 공해수출국이 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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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뇌심혈관계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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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처럼 발생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발생후에 사망하거나 또

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관심이 높음

- 여전히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과정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의 구분과 기여도에 대

한 논란이 많음

- 본 주제 토론에서는 질환 발생의 원인 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의학적 예방과 직업적 예방으

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함

1. 현황파악 : 역학·이슈적 관점(윤간우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2. 의학적 예방 : 건강증진, 생활습관 개선, 불평등의 관점(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가정의학

과 전문의)

3. 직업적 예방 :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대기업 Vs 소기업(금속노조 노동연구원) 

4. 직업적 예방 : 직무스트레스 전문가(직무스트레스 전문가)

노동자�뇌심혈관계질환을�극복하기�위한

10가지�방법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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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간우(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현황파악 : 역학·이슈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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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적 예방 : 건강증진, 생활습관 개선, 불평등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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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의 이해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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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로사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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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무라 아키히코 田村昭彦
규슈 사회의학연구소장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전국센터 부이사장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규슈 세미너 대표인 회의장)

2014년 일본 국회에서 과로사 방지대책추진법이 성립되어 2014년 11월1일에 시행됐다. 과로사로 

인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이, 부모를 잃은 과로사 유가족들의 ‘두번 다시 과로사를 일으키지

마’라는 일심으로 시작된 ‘과로사방지기본법 제정 실행위원회’ 의 서명활동이나 정당을 넘어 국회

의원을 움직인 성과로서 드디어 과로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 과로사 방지법의 목적】

이 법률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근년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등이 속발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것 및 과로사등이 본인은 물론 그 유가족 또는 가족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도 큰 손

질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 연구등에 대해서 정의함으로서 과로사등의 방

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이로서 과로사등이 없고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고 건강하고 흐뭇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함’

【2. 과로사 역사】

과로사는 1982년 쯤부터 사회적인 문제로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우에하타 테츠노조(上畑鉄之
丞), 호소카와 미기와(細川汀),타지리 슌이치로(田尻俊一郎) 이 3명의 의사들이 출판한 ‘과로사’

라는 책이 나와서 부터이다. 1차 오일쇼크 후 ‘JAPANESE BUSINESSMAN’이 세계를 석권헸던 

시절. 그때까지는 ‘급성사’라고 불리우던 과중한 일로 인한 뇌혈관질환이나 심근경색등에 ‘사회의

학적’ 이름인 ‘과로사’를 붙였다. 이 이름은 죽을만큼, 죽을 때까지 일을 했던 일본노동자들 사이

에 마치 초원에 불을 붙인 듯이 퍼져갔다.

‘24시간 싸울 수 있습니까?’등의 ‘JAPANESE BUSINESSMAN’을 고무하는 듯한 TV광고가 흘러 

있던 1988년, 과로사110번 전국네트워크가 제1회 일제상담을 실시하여 수많은 과로사 사례가 보

고되었다.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이 ‘일에 살고　일에 죽는 일본인’이라

는 충격적인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성(당시)는 ‘과로사’라는 병은 없다고 공식 문서에는 결코 쓰지 않았다. 또 의학회의 

일본의 과로사와 ‘과로사등 방지대책추진법’제정

제4회 한국 노동자 건강권 포람을 위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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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파도 ‘과로 때문에 사람이 진짜로 죽느냐?’고 냉정했다.

그 후 과로사의 산재인정건수 증가나 학회등에서 연구와 검증이 진행되면서 노동성은 괄호를 붙

인 ‘과로사’=이른바 ‘과로사’ 라는 부당한 취급을 해 왔다.

그러나 노동환경의 악화와 아울러 과로사, 과로자살이 증가되고 산재인정이 많아지면서 ‘뇌심장질

환’이나 ‘정신장애’에 관한 산재인정기준도 몇번에 걸쳐 개정돼 왔다.

2010년에는 과로사에 해당하는 질병이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35조 별표에 기재되었다.(이전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는 명백한 질병’이라는 취급이었다). 이 별표에 게재되어 질병명이 산재인정

(업무상)의 기준이 된다.

즉 1,장기간의 걸친 장시간 근무 기타 혈관질병등을 심하게 악화시키는 업무로 인한 뇌출혈, 지

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심근경색, 협심증, 심정지(심장성 급사를 포함) 또는 해리성 

대동맥류 또는 이들 질병에 부수하는 질병(별표 제8호) 2,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기

타 심리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상(事象)을 수반하는 업무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또는 

이에 부수하는 질병(별표 제9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와서 과로사는 법률에 명시되었다. 30년동안 과로사문제에 몰두해왔던 제

게 있어도 감개무량하다.

【3. ,과로사 실태】

① 뇌심장질환에 관련된 산재지급건수 추이(푸른색:산재지급건수 황색:그중 사망건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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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장애 관련 산재지급건수 추이(푸른색:산재지급건수　황색:그중의 자살건수）

【4. 로사등 방지를 위한 대책】

지금까지 과로사 예방대책으로서 제도적으로 시행되온 것에는 2006년에 후생노동성이 낸 ‘과중노

동에 인한 건강장애방지를 위한 총합대책’이라는 통지가 있다.　 

이 중에서 1달당 100시간을 넘어 2~6개월 평균 80시간을 넘은 초과 근무을 하면 건강장애가 될 

위험성이 높어진다며

시간외, 휴일노동시간 삭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건강관리체제 정비, 건강진단 실시 등

장시간노동자를 위한 의사의 면접지도제도

1달 100시간을 넘은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의 신청(1달당 80시간 이상의 초

과근무를 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노력의무’)에 대해 산업의등이 면접지도를 실시

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의 실태는 충분히 파악 못했다. 이번의 ‘과로

사 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지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의 ‘과로사 방지법’에서는 과로사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아래의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① 조사연구 등(제8조 관련) ②계발(제9조 관련) ③상담체제의 정비등(제10조 관련)④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제11조 관련) 이다.

특히 ④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항목에 관해서는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단체가 실시

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에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는 것으로 함’이라고 

쓰여 있다. 2014년11월의 제1회 계발월간에는 일본 전국 19군데(11월 이후에도 몇군데에서 개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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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서 개최되었다.

【5. 과로사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

더 이 법률에는 ‘과로사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 설치를 명기하여 ‘협의회 위원으로서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로 인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걸린 자 또는 업무상의 거센 심리적 부하로 인

하여 정신장애를 앓게 된 자 및 이들 자의 가족 또는 이들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원인으

로 사망한 자 또는 당해 정신장애가 원인이 된 자살 때문에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자’ = 

‘유가족’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과로사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라는 ‘삼자구성’에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희회가 성립된 일은 ‘과로사 

방지! 과로사 방지 기본법제정 실행위원회’의 끈질긴 투쟁과 100만명 서명운동에 담겨진 노동자

들의 ‘소망’이 결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과로사 문제에 몰두해 온 변호사나 연구자에 더

해 ‘과로사문제 가족회’에서 위원 4명이 선출되었다(기타 전문가 위원8명, 노동자대표4명,사용자

대표4명).

2015년6월을 목표로 ‘과로사등 방지대책에 관한 대강’ 작성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있는 

대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 정부 대응】

후생노동성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장시간노동 삭감추진본부’를 설치했다. 과중노동해소 캠페인

으로서 ‘철저한 장시간노동 삭감을 위한 중점감독 실시’를 하기로 했다. 대상이 될 중점 사업소는

ⅰ 심한 초과근무가 인정된 사업소 등

ⅱ 과로사등에 관한 산재청구가 발생한 사업소

ⅲ 노동기준감독소 및 직업소개소에 신고된 정보등을 단서로 이직율이 극단히 높은 등 젊은 노동

자의 노예적인 대접이 의심되는 기업 등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초과근무 부지급, 장시간노동자에 대한 면접지도등에 관해서 확인할 중

점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악질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여 기업명

등을 공개한다. 더욱 법위반을 고치지 않는 사업소한테는 개선이 인정될 때까지 직업소개소 소개 

대상에서 뺄 것 등을 결정했다.

【7.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액연봉전문직 근로시간규정 적용제외) 도입을 막아내자】

과로사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이나 성과주의, 직장 왕따이고 ‘과로사등 방지대책 추진법’에 의해 

이들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베(安倍) 정권은 ‘개정(改訂) 성장전략’에서  ①‘과중노동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내

세우는 한편 ②‘시간 말고 성과로 평가될 제도로의 개혁’으로서 경제권이 원하는 초과근무수당 0

(제로), 과로사 ‘자기책임’을 노동자에게 강요할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액연봉전문직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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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제외) 제도 도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연수 1075만엔(약 1억원) 이상의 

노동자에게 적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연수 기준은 서서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널리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권은 기획형 재

량노동제도나 탄력근무제도의 확대도 요구하고 있으며 8시간 노동제도의 실효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답게 살고 일하는 직장이나 지역을 창조하는 운동을 지금이야말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2012년 국내 첫 선을 보인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올 해로 4년차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안전보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지 30년 가까이 되었고 아직도 세계 최고의 산재사

망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고민하는 노동자, 시민, 학생,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를 만들고 

논의하는 자리는 최근까지 없었습니다. 일본의 ‘큐슈’ 지역에서는 매년 안전보건 세미나 열고 있

으며 벌써 25년이 흘렀고 1천명에 가까운 관계자들이 모여 노동자의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그 절절함으로 우리는 다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얘기하려 했습니다. 이 포럼은 지난 수년간의 노동안전보건 운동(및 각 세부영역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만들어내는 공유의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준비되는 세션의 규

모도 늘어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 10개의 세션이 운영되었으며 연인원 150여 명의 참여자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가자는 노동조합의 관계자와 노동자, 학계 등의 전문가, 학생, 언론, 시민 등 매우 다양했습니

다. 1박2일에 걸쳐 진행된 포럼은 전체세션을 포함하여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전체세션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현장, 지역, 가정(공장, 마을, 집)에서의 

알권리 3대 운동 -’이라는 주제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조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약 1

백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세 개의 세션이 운영되었으며 ‘감정노동자, 이제 보호의 품 안으로’라는 주제

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에서 주관하였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방향 -유

해요인조사의 분석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

환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방사능 노출로부터 우리가족 지키기’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

터’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문 역시 세 개의 세션이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의 인격권과 건

강권의 문제로’라는 주제로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에서 주관하였고 ‘자동차제조업과 조

선업의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가 주관

하였으며, ‘2014년도 산업안전보건분야 법령 및 판례 동향’이라는 주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문은 2개의 세션이 동시 진행되었는데 ‘끝나지 않은 한국의 석면문제, Not relief! But 

compensation!’라는 주제로 ‘석면추방네트워크’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노동자 뇌심혈관계질환

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환경의학실’이 주관하여 

세션을 운영하였습니다. 

각 세션별 30~40명씩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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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처음으로 ‘국제심포지엄’의 면모(?!)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세션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큐슈세미나의 집행위원장인 다무라 아키히코 큐슈사회의학연구소 소장 및 안전

보건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특별 세션을 운영해 주었고 ‘직장내 괴롭힘’ 

세션에 참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다무라 소장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안전보건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미 일본에서는 ‘과로사 방지법’이 제

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했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다무라 소장은 흔쾌히 동의하고 세션운영을 맡아주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포럼에 깊은 인상을 받은 다무라 소장은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

니다.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주최측의 것도 아니고 주관측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

다. 지금은 비록 연인원 150여 명의 참여수준을 보이고 있고 10개 가량의 세션이 운영될 뿐이지

만 아직도 많은 의제가 공유될 수 있길 바라며 판도라 상자의 ‘희망’처럼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노동자 안전을 고민하는 많은 관계자들, 예를 들어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자나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관심이 있어도 참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거나 소통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많은 대학의 안전보건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나 

전문 연구자들 역시 얘기하고 싶은 의제가 많겠지만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숨통을 틔워갈 생

각입니다. 그래서 작업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는 한국 사회, 세월호와 같

은 먹먹하기 이를 데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전보건 분

야의  「한국사회포럼」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의제발굴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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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명단

함께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 대우조선노동조합 

-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사람과 환경연구소

- 원진산업재해자협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갑을오토텍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엘지생명과학지회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엘지캠노동조합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오비맥주지회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세큐리트지회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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