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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진단과 제언: 산재보험의 쟁점”에 대한
토론문
주평식 고용노동부 과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근무)

산업이 발달할수록 신기술 및 새로운 공정의 도입, 하루에도 수십 종씩 새로운 화학물질
이 시장으로 유입(화학물질 사용량 : '98 234백만t→’02 249백만t→’06 364만t, 환경부)됨에
따라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외국인근로자 노말헥산 중독으로 유
망중소기업인 D업체 도산, 2007년 H사 뇌심혈관계질환 집단발병, 2008년 S사 백혈병 발
생 등에서 보듯이 이제 직업병에 대한 문제는 기업차원을 넘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
실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의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갖추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IT, BT, NT 등 첨단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자

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업무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산재보상을 받
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은 경제적·사
회적비용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병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접근해오다 2000년 이후 유해위험 작업기준, 업무
상질병 인정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업
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삼성반도체 사례를 기업의 영업비밀과 작업환경 관련 알 권리, 업무관령성 관계,

현행 산재보험의 시스템 등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대체적으로 교수님의 논문에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 일응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직업병에 대한 문제는 산재보험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
면에서도 같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체계가 정보관리 중심에서 정보전달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
다.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과 그에 대
한 대처방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관리 차원에서 접근
함에 따라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직업병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중심인 현재의 MSDS는 온라인 또는 DB로 관
리하고, 정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작업별`공정별)간편하고 이해기 쉬운
사업주·근로자용 MSDS 보급, 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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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질의 사용량․공정․작업환경시설 등을 DB화하여 직업병 유발 위험성을 분석하고,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작업환경개선 및 화학물질 안
전취급방법 컨설팅 지원할 필요기 있다.
그리고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등 IT기술과 연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시간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취급주의사항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고, 사업주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
록 하면 유해물질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신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둘째, 신기술 및 첨단산업의 유해위험성 및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
재의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은 이미 알려진 유해위험요인(hazard)에 대하여 외국사
례 등을 참고하여 파악, 평가, 개선하는 방식인데, 첨단기술의 경우 유해위험성이 알려지지
도 않고 선진국에서도 경험이 없다. 하지만 긴 잠복기, 광범위한 노출 등을 고려할 때 문제
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늦고, 개별기업적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므로 국가적 차
원에서 지금부터 유해위험성 관련 정보 및 동향 취합·분석, 기업간 유해위험 및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전 유해위험성 평가분석 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기술 및 첨단산업 등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
준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론적·과학적으로는 업무관련성이 51%이상이어야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성격을 본다면 실제에 있어서는 어
느 정도에

부합하면 산재로 인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에 인정되는 측면도 강하다. 따라서

의학적·역학적 측면에서 유해위험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어떤 기준에 따라 산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이제는 시작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넷째, 산재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예방 노력 유도를 위해 관공
사 입찰 제한, 지도점검 대상 선정, 공표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산재로 처
리되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산재예방 효과와 산재은폐 효
과를 재검토하여 산재 신청 및 산재 인정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
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상해보험이자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또한 산재보험을 통해 사
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건전한 자

본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산재 여부와
손해배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으로 그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제공 및 관리방법 등을 개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
로 역할을 수행하고,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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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우리나라 산재발생 규모
□ 연간 산업재해자수는 9만명, 사망자는 2천명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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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산재통계는 산재보상 결정자를 기초로 산출함에 따라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보상 미신청(산재은폐)
등으로 실제 산재발생 규모는 공식통계상의 산재규모보다 클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재해율(’09 0.70)이 사망만인률(1.57)보다 낮은 것도 산재발생 규모 왜곡 반증(한국·터키 제외한
OECD국가의 재해율은 사망만인률의 평균 8.2배)

□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손실액은 17조원 규모로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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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상위권 평균의 약 1.8배,

우리보다 경쟁력이 낮은 국가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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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산재취약계층 재해 증가가 전체재해 증가 주도
❍ 최근 서비스업 재해비중 증가(’01년 23% → ’09년 35%)
❍ 고령화 및 고용구조 변화로 여성·고령자·외국인·신규입사자 재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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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 준 (가천의대 예방의방의학교실 교수)

1. 산재 환자에게 직업관련성을 따져서 보상하는 방식은 타당한가?
현행 산재보험은 산재 환자가 사고성 재해 및 직업관련성질환에 대하여 요양 급여 신청
을 하게 되면 직업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승인 또는 불승인 조치를 내린 후 산재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
다.
첫째, 이러한 방식은 잘못된 질병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어
떤 질병의 원인을 직업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다. 질병의 원인을 단일한 인자로 설명하는 '질병의 단일 병인론설'은 오래 전에 폐기된
비과학적 설명 방식이고, 질병 발생에 숙주 요인, 환경 요인, 매개 요인 등 다양한 요인
등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요인이 주요한 위험요인은 될 수 있어도 그것 때
문에 발생하였다고 특정 하는 것은 환자 자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이 매개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이유가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암에서 담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반드
시 폐암 발생의 원인이 담배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될
경우 담배를 오랫동안 많은 양을 핀 사람이 폐암에 걸리지 않은 예만 가지고서도 인과관
계의 가설이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산재보험은 질병의 원인이 직업에 기인하고
있냐를 따지는 업무기인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매우 잘못된 원칙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고혈압, 당뇨병 등 전통적인 직업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일반 질환도 직업관
련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기
인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잣대로 매우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
제라 하겠다.
둘째, 어떤 원인에서 발병했던 노동자가 불건강 상태를 벗어나 건강하게 직장 또는 사회
로 돌아갈 필요나 욕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건강할 권리에 차이를 구조화
하는 현행 보상 방식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회권으로서 건강권이 등장한
이래로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산재냐 아니냐에 따라 보상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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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주의 책임을 산재에 국한하고 있다는 데에서 잘못되어 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재로 승인된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사업주 책임을 특정화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보상에 국한되고 있지만, 현행 산재보험체계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 범위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산재로 승인된 질병만 사업주의
책임인가? 일반 질병은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가?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질환의
경우도 사업주 책임 영역인 근무 환경 및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여성노동자의 장시간노동 및 교대근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고혈압 및 고혈압성 합병증의 발병도 직업스트레스 요인과 관
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산재가 반드시 사업주의 책임이라
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는 건설업
의 뿌리 깊은 하청-재하청 관계에 기인한 바가 큰데, 이것은 정부 정책이 그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이 산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재를 직업에 기인한지를 따져 보상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 때문에 다치고 아프면 모두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나?
200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우리나라의 총 직업성
손상 규모가 2,853,7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
은 손상환자 자료를 근거로 표본조사를 실사한 결과 2006년 건강보험 손상 환자 중
22.5%가 직업 및 경제활동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경제활동 인
구가 모두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 등 자영업을 제외하고 운전 등의
경계 영역을 제외하여 보수적인 추계로 산재보험 작용 직업성 손상 규모를 추정해보더라
도 1,091,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산재보험으로 일 년간 승인된 사고성
재해건수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같이 직업관련성질환에 비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알려진 손상의 경우도 많은 수가 건강보험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한다면, 직업성질환의 경
우는 물으나 마나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 때문에 발생한 산재인데도 산
재보험으로 보상을 못 받는 이유는 현재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기인성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협소한 인정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급권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승인이 이
루어지지 않고 길어질 경우 수급권자의 치료가 길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업관련성질환의 경우는 사고성 재해에 비해 승인 과정이 훨씬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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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승인과정은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 산
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하면 안 되나?
이렇듯 직업관련성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해노동자를 배제
하며, 발병 원인에 따라 차등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무
엇인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사회구성원이라면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서
비스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그
러한 방식이 바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통합된 단일한 건강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
렇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통합될 경우 권리의 등가성 또는 평등성의 원칙이 작동할 뿐
아니라 관리 운영의 통합에 따른 거시적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원조달
에서 사업주 부담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재정만 분리하는 방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건강보장제도는 현재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당
장 현실화하기 어렵다. 먼저, 건강보험의 낮은 의료비 보장률을 들 수 있다. 현행 건강보
험은 전체 의료비의 50~60% 정도밖에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재정을 이유로 비급여 구
조를 그냥 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급여구조가 오히려 재정의 발목을 잡는 형국으
로 빠져들고 있어서 최대 위기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산재보험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것도 건강보험의 비급여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은 질병 또는 손상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 중 건강
보험으로 치를 받는 환자들이 입원 등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막기 위하여
조기 치료 중단을 하고 있고 직장 및 사회 복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직장을
복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노동자는 건강보험의 불
충분한 서비스로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고 결국 직업관련성이 큰 질병에 노출된
환자의 경우 심각한 상태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에 더 큰 재정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통합의 어려움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산재보험에도 존재한다. 여전히 사용자배상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차등보험
료율, 제한적인 적용대상자 등 사회보험적 성격이 취약한 점이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단일
한 건강보장제도로 가기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야 한다.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 이주 노동자의 실질적인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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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사업주가 신고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에서 사업체 등록 때 자동 가입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사업주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향
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적용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
에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산재보험의 사전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환자의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의료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강보험환자와 산재보험 환자를 분류하여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
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요양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활급여 항목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 상병수당, 장해급여가 도입되고, 산재보험은 휴업급여를
탄력적으로 적용받아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해등급
판정체계를 개편하고 장해급여비를 생활보장형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재활 및 사후관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건강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아프
고 다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터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해노동자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이 개
발, 실행되어야 하고, 재활 관련 시설과 인력 등 재활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권역 및 지역 내에 재활병원 또는 재활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산재의료원 산
하에는 반드시 재활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활의 최종 목표가 직장 및
사회 복귀라는 점에서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은 재활서비스의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해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조직체계가 재활을 포함한 사후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중심
으로 개편되고 독립적 심사 기구인 산재보험심사평가원 구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 변화와 함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1단계는 요양급여 부분만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단계는 건강보험에 상병수
당, 장해급여 등이 도입되고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강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단
일 건강보장제도 및 기구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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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elodysplastic Syndrome

– Leukemia and Lymphoma subtypes
• WHO subtypes versus FAB classification

Logic of Causality 2
• Evidence
E id
off (P
(Past)) Exposure
E
– Document

• Inadequate workplace exposure measurements
• In-house documents

– Literature (references)

• Industry, Process, or Task

– Professional Judgment

• Judgment on engineering process
• Judgment on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 Testimony

Logic of Causality 3
• Evidence of Association
– Employment
p oy e t Duration
u at o
– Exposure Intensity
– Exposure Frequency
– Latency
• Dose and Latency, inter-related and dependent
with each other

Logic of Causality 4
• Rule Out Confounding
– Expectations
pectat o s among
a o g Age
ge and
a d Sex
Se matched
atc ed
General Population
– Susceptibility

3. ADVOCACY, ROLES & SYSTEM
TRIBUNALS OF ONLY PROFESSIONALS

• Type I Error; the error of rejecting a ‘null
yp
, that is ‘not guilty’,
g y , when ‘null
hypothesis’,
hypothesis’ is actually true.
• Type
yp II Error; the error of failing
g to reject
j
a ‘null hypothesis’ when if fact we should
have rejected the ‘null
null hypothesis’
hypothesis

Advocacy Roles and System
Advocacy,
• Criminal
Ci i lC
Courtt system
t

– Innocent unless proven
– Government against Defendant

• Toxic tort system

– ‘but
but for
for’ causation
– Plaintiff versus Defendant

• Compensation system

– Reasonable association
– Plaintiff against Government

• Academic Proof system

– Status quo unless refuted
– New Idea against Common Sense

Advocacy Roles and System
Advocacy,
• Advocacy
– from
o
– from
– from
– from

se
self
(trade) peers or unions
NGO,
NGO NPO
institutions

• No self- or peer- advocacy allowed in
Samsung

4. CULTURE AND POLITICS

THEORY OF LEGISLATIVE CAPTURE

Legislative Capture
• Definition: “officials inappropriately
identifyy with the interests of a client or
industry” at the expense of good
governance
• Governing body captured by the
interests of Governed target

Legislative Capture
• Executive branch captured by Budget cut
paste of Congress
g
&p
• Congress captured by Lobbyist Circle
including Think
Think-tank
tank
• Think-tank captured
p
byy Success-storyy of
Capitals
• Court captured by Influential Media
• Media captured by Ad Sponsors

Legislative Capture
• Teaming of Korea Workers’
p
and Welfare Service
Compensation
(COMWEL) together with Samsung for
the litigation
• Republic of Samsung

LESSONS FOR THE FUTURE

Decision Making in Practice
1. Expecting the Outcome
2. Selecting the Advocate
3 Bending the Logic
3.
4. Blocking the Evidence

Decision Making in Balance
1. Engage all the Advocates
2. Set the Agreeable Logic
3 Open the Evidence
3.
4. Accept and Feed-back the Outcome

Revamping Workmen’s
Workmen s Comp Sys
• Advocacy
Ad
R
Roles
l All
Allowed
d

– Participation of private physician, NGOs, and
unions in consultation or arbitration process

• Streamlining
g of Logic
g

– Case Adjudication, General Guidelines and
Schedules
– Canada Ontario System

• Right to Know Specification against
Trade Secr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