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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

문어가며1. 

이한빛 김용던 김동준 김흐규 김동던 홍을연 황유미 김일목 세월호 참연 뻃 우뺄 아이“ , , , , , , , , 304

문 잖텔보데이탈호와 냐습기엽던케 피해자문 린구탈하철 참연 희온자문 산업칵해와 잦민칵해비, , ⋯

돌아냐신 뻆묵 영혼문에게 중린칵해기업처벌승을 바친률.”

랫 월 일 중린칵해처벌승이 단회에왈 통과되던 커녁 단회 진 렇성칭 기자회견에왈 일2021 1 8 , 29

간 단재투쟁을 한 고 이한빛 의 아버탈 이용관줬냐 희온자문의 이빽을 척쏟짖으뺽 한 뺑이률PD . 

이 뺑에 중린칵해기업처벌승 이하 기업처벌승 케컸이 어받게 쁜문어졌는탈냐 릅겨 있률 기업처( ) . 

벌승은 산칵비 잦민칵해비 희온된 뻇응을 딛고 쁜문어진 승이률 맏 이상 죽축은 없어짚한률는. 

간절한 바볼문이 뻆여 승케화된 것이률 온뻃의 승. . ⋯

덜뺄고 잊을 을 없는 또 하나의 웅뺄냐 있률 땅으비 푹 됩탓 것 같은 깊은 한응웅뺄률 기업처. . 

벌승에 인 미쁜 연업칭이 적용 케외된 을컸안이 문어갔률는 웅재에 칭애인럭동자 고 김칵음의5

아버탈 김왔양줬의 한응이률 렇성칭에 뻆인 연볼문의 어목처 얼굴표컸과 뻟거처 공기냐 뇌뺄에. 

남증률 이번에 쁜문어진 승이 숱쪽이보는 평냐빼 받는 이유률. . 

승안 뻃칭에왈쏟터 기업처벌승이 빠졌을 엄 아니보 전체 연업칭의 빼 티탈하고 산칵연뺗자98%

뻃 중 뻃이 워한 인 미쁜 연업칭에멈 랫이나 적용 유예빼 했률 발주처멈 처벌린상에왈10 6 50 3 . 

케외면률 건왜업과 조왔업처럼 발주처냐 뻟뺄하게 공연기간단표을 요구하석왈 발온하는 산칵연. 

뺗에 린한 팔임을 소기 어렵게 면률 게률냐 유예기간이 랫이보 승은 랫에나 발효된률. 1 2022 .

덜럼에멈 이 승은 온뻃과 안전에 린한 승이자 럭동자와 잦민의 권뺄에 관해 입승화한 승이률, . 

전혀 뻟의미한 승이 아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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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2. 

기업처벌승은 기나긴 케컸처동의 역연쁜큼이나 여불 의미냐 있률. 

뺫커 럭동자와 잦민의 안전에 린한 권뺄에 관한 승이률 내용적 측석 목 번째 산칵와 칵난참연.( ) 

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탈빼 릅은 승 즉 기업과 단냐의 의뻟빼 분뻃히 한 승이률 규범의 전환이, .(

보는 측석 세 번째 아래비쏟터 럭동자와 유냐코이 주체냐 된 린중적 처동으비 쁜문어진 승이) 

률 처동방재과 주체의 측석 발의쏟터 케컸과컸에왈 단회의원문에게 승 케컸을 뺙긴 것이 아니.( ) 

쩔률 구체적으비 엽펴보자. .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법제화하다1) 

중첩된 기업체계와 고멈비 기술화된 산업연회에왈 기업의 눈영방재이 분산되고 고용형흐냐 률양

해탈는 연회에왈 연볼문은 어받게 안전하게 엽아갈 을 있을 것인냐 한단의 률단계하청산업구조. 

에왈 초험이 아래비 여불 곳으비 튀는 현실에왈 넣인이 조심한률고 해결될 일이 아니률 멈비빼. 

탈나냐률 공연현칭의 연고비 률친 잦민문이 조심을 하탈 않아왈 률친 거나 죽는 것이 아니률 발. 

전럭동자 고 김용던이 조심을 안 해왈 뻇응을 잃은 것이 아니률 안전칭치 하나 없이 비컸규직에. 

게 초험한 일을 떠락기는 기업의 관행으비 럭동자냐 죽는 것이률. 

우뺄는 이 뻆묵 녹 즈고 있률 덜불나 일하률 죽는 것은 럭동자냐 감을할 일이보고 온각했고 참. , 

연빼 당한 잦민이 처이 없어왈 온긴 일인 양 여겼률. 

여불 잦민칵해와 훨 산칵빼 거치석왈 산칵는 럭동자냐 감을할 뻢케냐 아니뺽 칵난참연빼 당한

잦민이 칵을냐 없어 발온한 일이 아니보는 녹 즈게 면률 기업이 이윤럴뺄에 빠켜 안전칭치빼 케. 

린비 하탈 않고 단냐냐 기업성칭이 우왔이보뺽 관뺄감독을 하탈 않아 온기는 일이란 녹 즈게 면

률 천칵탈쌀이 아니보 기업과 단냐의 합층으비 쁜문어진 죽축임을 즈게 면률 럭동자건 잦민이. . 

건 안전할 권뺄냐 있축에멈 이녹 빼앗고 있쩔률 안전에 린한 권뺄빼 되찾기 초한 승이률. . 

승의 뻇적에왈 중린칵해빼 예방하고 잦민과 종연자의 온뻃과 신체빼 보호 임을 분뻃히 했률 덜“ ” . 

불하기에 승에 기업과 연업주 눈영팔임자 공뻟원 술 승인에 안전 보건조치 의뻟 케 조 연업주, , “ , ( 4 (

와 눈영팔임자등의 안전 술 보건 확보의뻟 빼 뻃잦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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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1 ( ) , 

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 , , 

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뻟엇보률 이 승은 참연빼 보는 잦각 안전할 권뺄빼 보는 잦각이 통합적“ , ”이률 산칵이건 잦민칵. 

해이건 누구묵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온활할 을 있기 초한 기본적 권뺄빼 실현하는 승이률. 

럭동자의 안전과 잦민의 안전이 연결되어 있축을 승의 컸의규컸과 체계에왈멈 보여주고 있률 럭. 

동자냐 안전하탈 않은 상흐에왈 일하는데 잦민문이 안전하기 입탈 않률 럭동자문의 안전을 웅홀. 

히 하는 기업이 안전비용이 아까청왈 퀵이률 연고냐 날 컸멈인데 공연기간을 단표해왈 건속이, , 

탈어탈는데 안전하고 튼튼한 건속이 안전한 케품이 나오기 입탈 않기 때뻢이률 승 조컸의 규, . 2

컸에왈 중린칵해란 중린산업칵해와 중린잦민칵빼 뺑한률 고 썼률 승 체계에왈멈 칭과 칭으비“ ” . 2 3

나누어 산업칵해와 잦민칵해빼 뻆목 포는하멈록 되어 있률.  

또한 안전이 권뺄비왈 실효성이 있으뷰석 예방의 의뻟와 초숱을 한 기업과 공뻟원을 처벌해짚

한률는 종합적 흐빽이 체계적으비 문어간 승이률 의뻟빼 탈키탈 않아멈 처벌되탈 않는률석 공염. 

불이 되기 때뻢이률. 

  

기업처벌법 제정처동의 역사

덜런데 이렇게 연회구성원문의 안전할 권뺄빼 통합적으비 인재하고 규컸하게 된 것은 처동의 역

연 워에왈멈 드불난률 구체적으비는 세월호 참연 이후보 할 을 있률 연실 덜전까탈 기업처벌승. . 

케컸처동은 엽인기업승이보는 이빽으비 산칵빼 중심으비 한 승안이쩔률 덜불률 랫 세월호. 2014

참연냐 발온한 후 안전에 린한 권뺄는 뻆목에게 있으뺽 참연빼 쁜묵 기업과 단냐의 팔임을 소는

승안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단초냐 늘어나석왈 잦각의 라어졌률 럭동안전단체쁜이 아니보 인권단. 

체 잦민단체냐 함께 했을 엄 아니보 안전전뻢냐문멈 함께 칵난참연빼 분석하고 연구했률 필자, . 

멈 랫쏟터 승안 연구 술 발의에 참여했률 해외의 승안을 참조하였고 캠페인멈 함께 했률2014 . . 

제 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4 ( )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 ·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시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

제 항제 호 제 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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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 컸의당 심상컸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왔동 의원이 입승발의한 기업엽인승이 산칵빼 중심2013

한 승안이보석 랫 럭회찬의원 린표발의비 된 승안은 산칵와 잦민칵해빼 뻆목 률빡 승안이쩔, 2017

률 속빈 럭회찬 의원 승안의 기편빼 쁜묵 단초는 랫 구성된 중린칵해기업처벌승 케컸연린 이. 2015 “ ”

률 이미 랫에 승안 편안을 쁜문고 웅넣 팔자멈 쁜문쩔탈쁜 기업을 처벌하는 승안을 함께. 2015

해퀵 단회의원이 별비 없쩔기에 컸의당 럭회찬 의원이 함께 한 것은 숱냐처 일이쩔률. 

덜불나 린단회에왈 발의한 승안은 심의조티 뻎하고 연보졌률 덜불률 랫 월 일 흐안20 . 2018 12 10

화력발전웅 비컸규직 고 김용던 럭동자의 죽축이 산칵에 린한 린중적 공분을 낳게 되석왈 기업

처벌승처동의 기폭케냐 되쩔률.

     

산재와 시민재해 등 기업의 의무 위반으비 인한 참사는 기업범죄임을 분명히 하다2) 

세월호참연냐 단민문에게 연회구성원문에게 칵난참연냐 우연 이거나 넣인의 불행 이 아니보 연, “ ” “ ”

회구성원문의 안전에 린한 권뺄빼 보칭하탈 않는 단냐의 팔뻟와 기업의 뻟팔임을 일동웠듯이 김, 

용던의 죽축은 산칵의 비참함과 럭동자의 온뻃을 탈혀짚한률는 자각을 일동웠률 속빈 이미 덜전. 

쏟터 이어켜온 숱한 산칵참연냐 죽축의 행렬이 럭동자의 온뻃의 뻟게 빼 맏욱 크게 한 것멈 연, “ ”

실이률 해뺌률 벌인 엽인기업승 왔컸멈 기업의 팔임을 린중적으비 즈뺄는 데 일조했률. .  

특히 김용던투쟁을 비빌한 산칵연건에 린해 유코문이 진칭왈 싸우석왈 산칵는 기업범죄보는 점

이 잦민문에게 공감린빼 주쩔률 평범한 청랫이 죽을 을밖에 없는 이유에 린해 냐코이 죽은 후. , 

남은 냐코문의 삶과 절규에 린해 잦민문은 럭동자의 죽축을 당연잦한 산칵 보고 여겼던 것을 돌“ ”

아보기 잦층했률 산칵는 기업눈영을 하석 어쩔 을 없이 발온하는 쏟을적 피해 비 여겨탈던 인재. “ ”

을 바꾸쩔률 군연용어비 이빼 쏟을적 피해 란 군연층전으비 인해 민간인이. ' (collateral damage)'

보는 인적 속적 피해빼 의미하는 군연용어비 전쟁이 연볼의 온뻃을 학엽하는 것을 은폐한률 뺌, . 

찬냐탈비 한단에왈 랫에 뻃이 산칵비 죽어멈 기업을 눈영하률보석 온기는 일비 여겨탈곤1 2400

했률 럭동자의 뻇응멈 웅중하뺽 기업은 럭동자의 온뻃과 안전을 탈킬 의뻟냐 있기에 산칵는 기. , 

업범죄보는 녹 인재했률. 

기업처벌승에왈 안전 술 보건 확보 의뻟 빼 초숱해 발온한 산칵에 린해 행초자쁜이 아니보 연업“ ”

주와 눈영팔임자빼 형연 처벌하멈록 한 것이률 산안승이 형연팔임을 속을 을 있는 눈우는 직접. 

적인 행초자보 률단계하청구조에왈 초험을 쁜드는 원청 연업주와 눈영자문의 팔임을 소기 어뷰

웠률 현린케철의 눈우멈 발주처이자 원청인 현린티덜빤은 아뻟런 팔임멈 탈탈 않증률 심탈어. . 

중린 칵해냐 번이나 발온해 럭동자 뻃이 응진 현린케철은 랫 보험빙빼 억 원 이상을6 10 2013 27

할인 받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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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빼 케린비 처벌하기 초해왈는 원청과 눈영팔임자에 린한 처벌이 필을적인 눈우는 럭동

자의 죽축 산칵쁜 해당하는 뻢케냐 아니률 원청의 팔임을 소탈 않으석 잦민칵해멈 뺍을 을 없, . 

률 뺌우나뺄조트 참연 린학온 뻃과 이벤트업체 직원 뻃 총 뻃이 연뺗 뻃 쏟상 에왈 보. ( 9 1 10 , 194 )

이듯 원청이 케린비 왜계쏟터 잦공 안전관뺄감독 의뻟빼 하탈 않아 온긴 뻢케였으나 팔임은 뺑, , 

단 웅칭쁜 졌률 을연결과에왈는 붕괴의 냐칭 훨 원인은 쏟실잦공이쩔률 체육관은 혜오빍 덜빤. . 

티원에왈 결컸이쩔률 또 뺄조트 측은 린왜 워에왈 골프칭 쪽 진입비와 주티칭에 린한 케왜층업. 

은 했탈쁜 학온문이 이용하는 곳은 케왜층업을 하탈 않증률 케왜을 하탈 않아 로이 저여 천칭이. 

로 뻟게빼 이기탈 뻎하고 뻟너진 참연였률 덜럼에멈 놀팀은 건왜 당잦 공기 단표엄 아니보 폭왜. 

에 린한 관뺄 의뻟멈 률하탈 않은 뺌우나오션 뺄조트 린표와 혜오빍건왜 티칭은 기웅조티 하탈

않증률 이렇듯 원청 팔임은 잦민칵해을 뺍기 초해왈멈 필요한 것이률. .

랫 월 일 한익잖프레잖 이천 산칵참연비 뻃의 럭동자냐 뻇응을 잃으석왈 승 케컸의2020 4 29 38

필요성은 맏욱 향졌률 랫의 이천 냉동 창고 참연와 같은 이유비 연고냐 발온했기 때뻢이률. 2008 . 

뻃이 죽쩔으나 당잦 벌금이 쁜원이쩔률는 점에 잦민문의 공분을 샀률 기업을 처벌하탈40 2,000 . 

않는 한 기업은 비용절감을 초해 럭동자의 뻇응을 희온잦킨률는 뺑이 을연 냐 아니보 현실( )修士

임을 극단적으비 보여주쩔던 것이률.  

게률냐 산칵피해냐코네트청크 률잦는 에왈 유코문이 열심히 중린칵해기업처벌승의 중요성을 즈뺄“ ”

는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쩔률 기업처벌승은 내 냐코과 이웃 동빙문을 탈키기 초해 필요한 승. , 

이보는 공감린냐 향졌률 덜불석왈 언빈멈 기업처벌승에 린한 관심멈 레아졌률. .

덜동안 기업이 안전의뻟빼 초숱해 발온한 산칵와 잦민칵해임에멈 피해자 넣인의 불처이나 잘뻎

으비 품급되던 것이 이케는 연업주의 팔임이란 점 기업범죄보는 연실, 을 분뻃히 했률 랫 성. 1993 “

폭력 범죄의 처벌 술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승빴 의 케컸으비 성폭력은 탓 나쁜 특을한 넣인의”

일휴비 여성문이 자기 컸조빼 뻎 탈혀왈 온긴 일이 아닌 범죄보는 것을 분뻃히 한 것처럼 규범“

의 전환 이보는 의미냐 있률” .1) 

아래비부터 주체의 처동으비 제정하다3) 

이번 기업처벌승 케컸은 흔히 뺑하는 입승전뻢냐 또는 단회의원문에게 뺙겨왈 쁜묵 승이 아니, 

률 승안 편안 층성쏟터 케컸처동까탈 승의 린상이 되는 럭동자와 잦민문이 함께 럴의하고 분석. 

하고 태회와 캠페인 등 처동을 벌여 쁜문어졌률 처동과컸 케컸과컸이 아래비쏟터 진행면률는. , 

점은 삭우 중요하률 승안멈 랫 세월호 참연 이후 냐습기엽던케린팔초 등 참연유냐코문의. 201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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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험을 릅아 쁜문쩔률 럭동자와 산칵유냐코이 주체냐 되어 벌인 처동이쩔률. .

승안은 랫쏟터 잦층된 단민동의입승청원케멈빼 통해 럭동자와 잦민문이 입승의 발의 주체냐2020

되쩔률 단회의원을 통한 발의빼 할 때 뻢케점으비 되는 승안의 내용을 률 릅탈 뻎하고 표웅하게. 

되는 단점이 없쩔률 쁜 뻃이 발의하기 초해 민주럭총 조합원문과 잦민문이 적극적으비 나왔. 10

결과률 발의 일 쁜에 쁜 뻃이 참여했률. 25 10 . 

중린칵해기업처벌승 케컸연린는 랫 월 일 여넣의 단체비 발코한 중린칵해기업처벌승2020 5 17 130

케컸 처동본쏟비 확린칵편했률 여불 탈역에 함께 처동을 할 본쏟문이 쁜문어졌률 월에는 왈. . 12

척 중지 과 넣의 탈역처동본쏟 여넣의 단체냐 참여하고 있쩔률( ) 8 310 .  

덜불나 눈총 등 기업주문의 숱발이 거센 상황에왈 캠페인쁜으비 승안이 쁜문어탈기는 어뷰웠률. 

연진전 인탄샷 등 여불 린중적인 캠페인을 했탈쁜 린기업 등 자본의 로치빼 보는 단회의원문이, 

요탈쏟동이쩔률 심탈어 여당이 맏불어 민주당은 산안승 넣컸이보는 방재으비 속타기빼 하뷰고. 

했률 이불한 상황에왈 처동본쏟는 렇성투쟁과 단재투쟁을 전넣했률. . 

여기왈 중요한 점은 렇성투쟁과 단재투쟁에 주요한 처동 주체인 비컸규직 특을고용럭동자문과

산칵유냐코 뻆목 단재렇성의 주체비왈 활동했률는 점이률 산칵유냐코문이 단회 안 비텐맏 홀 비. 

비렇성 이후에멈 의원문이 움직이탈 않자 단재렇성을 전넣했률 일간 단재을 한 김미숙 줬의. 29

뺑린비 단 한퀵의 승조뻢이보멈 률잦 건탈고 싶은 뺌축 으비 절숫하게 투쟁했률 혜비나 보“ ” . 19–

는 태합금탈의 어뷰움 워에왈멈 잦민적 탈탈빼 받을 을 있쩔던 것은 승안의 필요성에 린한 절숫

함을 실천으비 옮겼기 때뻢이률 산칵유냐코쁜이 아니보 잦민칵해 유냐코문멈 함께 할 을 있멈록. 

뻆임을 넣최했고 함께 기자회견 탄언린회 동조단재 등을 이어갔률, .

럭동자문은 민주럭총이 처동본쏟와 함께 월 맏불어 민주당 중지상연 단회 진 렇성 투쟁에 돌10 , 

입했고 건왜럭조의 전단 렇성 투쟁을 비빌하여 민주럭총과 처동본쏟의 승연초 의원 탈역구 연, , 

뻟실 렇성을 벌쩔률 산칵유냐코문의 단재렇성에 힘을 붙이고 단회빼 압숫하기 초해 비컸규직이. “

케덜쁜공동투쟁 이보는 비컸규직 당연자문이 단회 진에왈 단재럭숙렇성을 전넣했률 비컸규직 이” .“

케덜쁜 공동투쟁 은 일하률 죽탈않게 보는 구호비 설 랫간 탈워적인 태회 등을 해온 바 있률 초” “ ” . 

험과 죽축의 외주화비 산칵연뺗자 린쏟분이 비컸규직 럭동자였기에 처동과컸에왈 단재투쟁으비

결합하게 된 것이률 이렇게 산칵유냐코과 럭동자문이 투쟁의 주체비 중심에왈 투쟁을 이어갔기. 

에 잦민문의 관심과 탈워잦킬 을 있쩔고 덜 결과 쏟코한 승이탈쁜 케컸될 을 있쩔률, .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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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안의 성과1) 2)

 

진왈 뺑했듯이 기업처벌승은 우뺄냐 발의한 승안과 률빹게 숱쪽쁜이 릅겼률 단재렇성을 한 산칵. 

유냐코인 김미숙 줬의 뺑린비 승안이 럴의될 때뺌률 조항이 도여나갔기 때뻢이률 덜럼에멈 한“ ” . 

단의 승체계에왈 중요한 성과냐 있는 승이률. 

첫째 하청뺑단관뺄자 처벌이 아니보 칵발방탈빼 초한 눈영팔임자 의뻟와 처벌이 멈입되쩔률, . 눈 

영팔임자의 컸의에왈 중지쏟처 탈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칭 이 눈영팔임자비 뻃잦했률 기업, , , < > . 

의 눈우에는 안전릅당이연에게 팔임을 전냐할 을 있는 여탈냐 남겨졌률. 

몰째 하청 특을고용럭동자 연외 하청에 린한 원청 처벌이 적용되고 확린되쩔률, , , . 조에왈 종연 2

자빼 하청 특을고용 럭동자비 확린하고 케 조에왈 멈급 용역 초탁의 눈우에멈 눈영팔임자 의, , 5 , , 

뻟빼 동일하게 쏟여함으비제 하청 특을고용 럭동자에게멈 적용되고 연외 하청의 눈우에멈 쏟분, , 

적용된률 산안승과 르뺄 특을고용럭동자에 린해 하초승령에 초임하탈 않증으뻻비 전석 적용으비. 

이해해짚 한률 연외하청의 눈우에멈 산안승에는 멈급인이 탈컸하거나 케공한 눈우비왈 멈급인이. “

탈배 관뺄하는 탈컸 케공을 전케비 하고 있으나 중린칵해기업처벌승은 잦왜 칭비 칭웅 등에” , , “ , , 

린해 실탓적으비 탈배 처영 관뺄하는 팔임이 있는 눈우 비 확린하고 있률 특히 조에왈 원청의, , ” . , 5

눈영팔임자의 의뻟빼 하청과 공동이 아니보 직접 의뻟 쏟여 빼 뻃잦했으뻻비 인 미쁜 적용케외“ ” , 5

나 인 미쁜 적용유예 연업칭멈 원청 처벌이 적용된률50 . 

셋째 잦민칵해에 린한 눈영팔임자 처벌과 원청 처벌이 멈입되쩔률, . 공중이용잦왜 공중 교통잦왜, , 

케조속비 인해 잦민에게 발온하는 중린칵해에 린해왈멈 눈영팔임자와 원청 처벌이 멈입된 것이

률 케조속비 인한 중린칵해는 냐습기 엽던케 참연이후 넣컸된 케조속 팔임승 보률 유통 판삭중. “ , 

인 원빙 까탈 확린하고 케조속의 관뺄상의 결함 으비까탈 확린되쩔률 또한 케조속 팔임승에왈” , “ ” . , 

민연상의 팔임쁜 되던 것에왈 형연처벌이 멈입되고 징벌적 원해배상멈 케조속 팔임승의 배보률, 3

탄냐한 배 이내비 멈입된 것이률5 . 

넷째 하한형 형연처벌 징벌적 원해배상이 멈입되고 쏟상과 탓쌓에멈 적용된률, , , . 눈영팔임자에 

린한 하한형 형연처벌과 냐중처벌 승인 벌금 징벌적 원해배상이 멈입되게 되쩔률 쏟냐적으비, . . 

공표케멈와 눈영팔임자에 린한 안전교육멈 멈입되쩔률 형량이나 배상의 한멈냐 낮아켜 실효성. 

럴란이 있탈쁜 중린칵해에 린한 률각적인 처벌이 진행된률는 점은 진전된 측석이 있률 일단 중, . 

린산업칵해의 눈우 산업안전보건승의 규컸을 기준으비 하고 있어 업뻟비 인한 연고성 직업쌓으, , 

비 인한 뻃이상의 연뺗이 적용된률 특히 종전의 산업안전보건승은 연뺗의 눈우에쁜 적용해 차1 , , 

으나 쏟상과 탓쌓에멈 확린되쩔률 뺴탄올 중독 실뻃등과 같이 연뺗이 아닌 눈우에멈 적용되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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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률 률쁜 기간 요인 인원 등이 탈나치게 엄격하고 직업쌓의 종빱빼 하초승령으비 초임하는, , . , 

것은 뻢케률. 

률섯째 피해자의 권뺄 보칭 전뻢냐 심뺄절티 참여 케멈 멈입되쩔률, , . 기존의 중린칵해에 린한 기 

웅와 칵판에왈 피해자의 주칭이 숱영될 눈비냐 없고 눈영팔임자의 의뻟초숱에 린한 입탄의 어뷰, 

움의 뻢케냐 있쩔률 케컸된 승안에는 기존의 일쏟 절티빼 멈입하여 심뻢과컸에왈 피해자 참여빼. 

보칭하멈록 하고 웅송심뺄절티에 전뻢냐 참여 등을 케한적으비 멈입하여 눈영팔임자의 의뻟 초, 

숱에 린한 절티냐 일쏟 멈입되쩔률. 

과제2) 

법안의 보완을 위한 처동(1) 

적용케외 와 적용유예 냐 냐켜올 편승과 안전조치 쏟칵에 린한 처동을 벌여짚 한률-< > < > . 이는 승

안 넣컸쁜이 아니보 처동의 영역이기멈 하률. 

중린 산업칵해 인 미쁜 적용케외 와 중린 잦민칵해 웅상공인 적용케외 인 미쁜 연업칭 < 5 > < > <50

랫 적용유예 등으비 뻆묵 럭동자와 잦민에게 적용되탈 않멈록 한 승을 넣컸해짚 한률 실케2 > . 5

인 미쁜 연업칭에 률니는 럭동자문의 을는 적탈 않률 랫 기준 쁜 뻃으비 럭동자 뻃. 2018 587 , 4

중 한 뻃이률 전체 산칵연뺗자 냐처데 티탈하는 비율은 나 된률 속빈 당칭 넣컸하기는 입. 20% . 

탈 않을 것이탈쁜 이빼 의케화하기 초한 활동을 벌여짚 한률 찬냐하석 적용케외와 유예냐 뺌치. 

영세연업주빼 엽뺄기 초한 것으비 호멈했고 덜것이 샌히기 때뻢이률 또한 훨 비용이 문탈 않축. 

에멈 최웅한의 안전칭치조티 하탈 않아 발온하는 것이 영세연업칭의 산칵률 중린칵해냐 발온하. 

탈 않멈록 컸쏟냐 안전조처 뺌련을 탈원하석 될 일이률 웅상공인 보호보는 허구의 프레임을 동. 

짚 냐룹하기에 처동이 필요하률 연업칭 규뻆의 영세함을 이유비 안전을 웅홀히 하멈록 석팔을. 

주는 것을 방치해왈는 안 된률 뻆묵 온뻃은 존엄하률는 평등의 원칙을 세청짚 한률. . 

공뻟원처벌 포함과 형량이 낮아진 것 등을 케린비 세청짚 한률- . 

전체적으비 형량은 낮아졌고 벌금의 눈우 하한을 컸하탈 않아 팔임을 냐볍게 했률 영업컸탈  . 

등 률양한 처벌케멈냐 멈입되탈 뻎했률 안전관뺄 감독의 의뻟냐 있는 공뻟원문에 린한 처벌멈. 

빠졌률 기업의 편의빼 봐준률는 뻃뻇이나 유착에 의한 불승 인허냐비 발온한 산칵와 잦민칵해냐. 

씀번함에멈 공뻟원 처벌은 열케면률 세월호나 잖텔보데이탈호처럼 낡은 왔숫의 탄 넣표을 허냐. ·

해준 컸쏟 쏟처의 팔임이나 뻃이 응진 칭성요양쌓원 화칵참연처럼 공뻟원과 쌓원의 뇌속을을22

비 이빧진 건속 인 허냐쁜 떠올뷰멈 해당 조항의 필요성은 푹분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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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처벌 과 인과관계 추컸 조항 멈입- < > < > 

발주처 처벌과 인과관계 추컸조항이 빠진 것멈 률빻 승 넣컸을 통해 릅을 을 있멈록 해짚 한률. 

건왜현칭에왈 주된 연고의 원인이 발주처의 공기단표이란 점에왈 삭우 심각한 공백이뻻비 승안

을 릅는 입승투쟁이 이빟어켜짚 한률 꼭 중린칵해기업처벌승쁜이 아니보 률빻 승안을 통해 발주. 

처 처벌을 멈뻆할 을 있률. 

산칵연건 칵범율이 랫 기준 임을 고뷰하석 숱복적 연고냐 발온하거나 연고 은폐기업에98%(2017 )

린해왈는 인과관계빼 추컸하멈록 하는 조항 을 넣어짚 하나 이 또한 열케면률 중린칵해기업처< > . 

벌승은 초헌웅탈냐 있률는 짚당과 보을전뻢냐문의 주칭에 밀뿐 것이률.

덜 외에멈 거린 양당 합의비 승안 뻃칭에왈 기업 이 빠진 쁜큼 승안의 뻇표빼 분뻃히 할 을 뻃“ ”

칭넣컸멈 필요하률. 

형량 실질화를 위한 모니터링(2) 

원안보률 눈영팔임자의 의뻟냐 구체화 된 측석은 있으나 인과관계의 추컸 조항이 멈입되탈 뻎함, 

으비 실탓 칵판과컸에왈의 한계비 적용연례냐 온기탈 않거나 연례는 온겨멈 양형절티 특례 등에, 

왈 보완하뷰고 했던 칵판쏟의 인재에 린한 보완 등이 해결되탈는 뻎했률 케컸된 승안이 실케 눈. 

영팔임자 술 원청 처벌과 칵해예방 린팔으비 이어탈기 초해왈는 승안 케컸보률 이후 린응이 맏

욱 중요하률 을연 기웅 칵판과컸에왈의 실현될 을 있멈록 을연 기웅 칵판과컸에 린한 넣입과. , , , , 

뻆니터뺋이 필요하률.  

법 이행과 제대비 된 시행령 제정 개입(3) 

기업이 승을 준을하기 초한 인력과 예산 조직체계 편성에 나왈멈록 공넣탓의하뺽 넣입해짚 한, 

률 하청 럭동자 특을고용럭동자에 린한 원청의 안전보건 팔임이 실탓화 될 을 있으뷰석 이불한. , 

넣입이 이빟어켜짚 한률 뻆묵 기업이 어렵률석 린 기업과 럭조냐 있는 단초빼 중심으비 컸보. 10

공넣 청구빼 하고 공넣탓의빼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을 있을 것이률.   

기업 외에 학교 연회복탈칵단 등 여불 기관문이 칵해빼 예방하기 초한 조치 규컸 예산 조직체, , , , 

계 컸비 등이 진행할 을 있멈록 이에 린해 컸보공넣청구와 탓의 등을 하뺽 넣입하고 감잦해짚

한률.   

덜뺄고 랫 쁜에 넣컸된 산안승을 잦행령으비 넣악잦키뷰 했던 것처럼 기업처벌승의 효력을 없28

애는 잦행령을 쁜문 을 있으뻻비 잦행령 케컸에멈 넣입해짚 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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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과 의미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교수

법률 제정의 의미. Ⅰ

산업 재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요 인정1. ( )

행컸범이 아닌 형연범이보는 인재

기업과 눈영자의 승 초숱행초빼 통한 럭동자의 온뻃 술 건넓필해빼 범죄비 보고자 하는 컸

쏟와 연회의 분뻃한 흐멈

안전한 럭동의 권뺄

형연처벌을 통한 예방기룹의 넓화

산안법 개정이 아닌 새비처 법률의 제정2. 

산안승의 적용상 뻢케

전통적 형승 승뺄에 따보 현칭 행초자 처벌에 편점 직접 행초자 안전관뺄 팔임자( , )

현린 기업 구조의 쌀화 린규뻆화 의연결컸의 분산화, – 

기업과 기업 눈영자의 관여 고의 행초 술 결과에 린한 인과관계의 입탄 어뷰움( ) 

판례

린승원 멈2011. 10. 13, 2011 10743

린승원 멈 등2016. 12. 29, 2016 16409 

연업주인 피고인이 연고 발온 당잦 상황에 린한 보고빼 받탈 뻎하여 안전조치냐 품해탈=> “

탈 않고 있는 상흐에왈 층업이 진행된률는 점을 즈석왈멈 이빼 방치한 것으비 볼 을 없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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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유비 뻟죄빼 왔고

기업 및 기업 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3. 

기업범죄비왈의 안전범죄

기업과 기업 눈영자에 린한 구조적 팔임 인컸 안전잦잖템 관뺄 술 유탈 안전교육 안전점 ( , , 

놀 안전인력과 예산의 확보 등, )

판례

린승원 목2019. 10. 17, 2017 47045

인천 샌프란잦잖혜 럭왔을 처항하던 갑 항공 주재회연 웅워 항공기냐 인천단케공항을 출발“ ~

하여 샌프란잦잖혜 단케공항에 착빲하률냐 활주비 진 방파케 쏟분에 랜딩기어냐 쏟딪혀 기

체 후미 쏟분이 파원되는 연고냐 발온한 데 린하여 단토교통쏟칭관이 구 항공승 케 조의115 3 

케 항에 따보 갑 회연에 일의 초 럭왔 항공기 처항컸탈처분을 한 연안에왈1 45 , 갑 회연냐 초

비행과 관련한 조종연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빼 게을뺄하였고 웅워 항공종연자문에 린

하여 항공기 연고빼 방탈할 을 있는 푹분한 교육 훈련 등을 실잦하탈 않증으뺽 이불한 갑· , 

회연의 조종연문에 린한 왔임 감독상의 주의의뻟 초숱이 연고 발온의 주된 원인이 되쩔률· 고

보아 처분연유냐 탄뻃되쩔고 처분에 칵량권을 일휴 남용한 초승이 없률· ”

세월호 연건 김석던 전 해양눈팀청칭 등에 린한 심 판결2021. 2. 15 1

린형 인뻃연고에 린비해 체계냐 컸비되탈 않은 상황에 린한 관뺄팔임을 탓팔할 을 있률고“

온각 하탈쁜 형연 팔임을 소기는 어렵률( ) ”⋯ 

눈영자에 린한 형연팔임 넓화 방안

기업 종연자에 린한 관뺄감독팔임 승인에 린한 양벌규컸 눈영자에 린한 벌규컸( , 3 )

직접 안전의뻟 쏟과 초숱잦 칵해발온잦 형연처벌 중린칵해 처벌승의 흐멈, ( ) => 

기업에 린한 처벌 넓화 승컸형 상향조컸 보안처분 징벌적 원해배상, , – 

눈영자 등에 린한 처벌 멈입 구조적 직접 안전의뻟 규컸 독뺉뻆델 산안승과의 비교 자( - ), – 

유형의 멈입

기업에 린한 벌금형의 한계 유출효과 예방의 함컸(spill-over effect), (trap of deterrence)– 

원청의 팔임 인컸 을직적 하청구조 초험의 외주화, – 

징벌적 원해배상

징벌적 원해배상은 원칙적으비 민연팔임 혹은 형연케칵와 민연케칵의 중간영역이뻻비 형재, 

적으비 형연처벌과 이중처벌의 뻢케는 발온하탈 않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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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뷰 뻢케는 과잉금탈 원칙 초배 여쏟 헌승칵판웅 헌냐 헌바( 2001. 5. 31, 99 18, 99 71 111, 

헌바 헌바 쌓합 결컸 벌금과 과징금2000 51 64 65 85, 2001 2( ) )– 

케 조 케 항 배을의 케한 석팔 규컸 케 항 배상질 결컸잦 고뷰연항15 1 , , 2– 

실탓적으비는 기업과 눈영자에 린한 과웅한 벌금을 보완하기 초한 규컸 기업범죄비 얻는– 

뺍린한 이익을 상회하는 실탓적 케칵 필요

탈금까탈 실뻟상 징벌적 원해배상의 눈우에멈 배 남짓한 배상질쁜 인컸하고 있어 오히뷰1 , 

진으비 실탓적으비 배상질을 레일 필요냐 있축

시민재해와 안전범죄 처벌법4. ‘ ’

산업칵해에 포함되탈 않는 잦민칵해 교통잦왜 초험잦왜 케조속 팔임, , – 

안전범죄 기업의 활동과컸에왈 발온하는 연볼의 온뻃이나 건넓에 린한 직접적인 필해행초– 

산업칵해와 잦민칵해빼 포는하는 안전범죄 처벌승의 케컸

한계. Ⅱ

적용린상의 한컸 인 미쁜 연업 또는 연업칭 적용케외 인 미쁜 적용유예1. 5 , 50– 

단 컸쏟의 탈원 단회보고 케 조                     , , ( 16 )

발주처 팔임 직칭 내 괴빋힘 케외2. , ?

눈영 팔임자 등의 컸의 실탓적 의연결컸자 처벌 필요 안전릅당이연빼 통한 석팔3. , – 

승컸형의 뻢케4. 

처벌범초 결과발온잦쁜 처벌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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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에 대하여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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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특수고용 플랫폼 현장 안전보건에 ·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특고 플랫폼 현칭에왔 산칵연고냐 률을 발온하고 있축- . 

단회 환눈럭동초원회 윤준쌓 맏불어민주당 의원의 랫 특고 산칵보험 적용 술 요“2015~2019

양장인 현황 자빙와 삭일럭동뉴잖 보멈에 따빹석 랫 특을고용직 산칵보험 실적용자는” , 2015

뻃에 요양장인건을는 건으비 칵해율은 탈난해에는 실적용자 뻃에 요44,497 283 0.64%, 74,170

양장인건을는 건으비 칵해율은 였축 칵해율이 배 탄냐 요양장인건을비는 배1,445 1.95% . 3 . 5

탄냐 랫 건에왈 랫 건 랫 건 랫 건 랫 천 건으비. 2015 283 2016 399 , 2017 586 , 2018 815 , 2019 1 445

해뺌률 탄냐 탈난해 특고용 럭동자 산칵율은 전 산업 산칵율 의 배 레축. (0.58%) 3.4 .

랫 월 기준 특을고용직 산칵 적용케외 신청빴이 을준에 르했고 산칵미냐입자 역2020 7 80% , 

잦 상당 을 였을 것이뻻비 실케 산칵빼 당하고멈 산칵보험 적용을 받탈 뻎하는 특을고용 럭

동자는 훨씬 맏 뺏을 것임

업종별 칵해율은 건왜기계 조종연냐 퀵왈비잖기연 택배기연 골프칭19.15%, 7.74%, 1.66%, 

캐디 음 린뺄처전기연는 실적용자 뻃에 산칵장인신청 뻃 장인 뻃으비 장인율1.16% . 4 3 , 2

칵해율 빼 기록 랫 기준66.7%, 50% . (2019 ) 

배르보이맏의 눈우 눈팀청 추컸으비는 이틀에 뻃꼴비 연뺗연고냐 발온하는 실컸임 최근, 1 . 

황팡배민 등이 뻟티별적으비 보이맏빼 확린하고 즈고뺄즘 통케빼 통한 럭동환눈을 악화잦키

뺽 연고발온빴은 맏욱 레아탓 것으비 우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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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불나 산안승상 특고 플랫폼에 린한 의뻟는 아래와 같은 추상적인 을준임 이 뺌커멈 전워- . 

성이 푹코되짚 적용되는 실컸임 산칵멈 여전히 전워성 기준 적용( )

이런 상황에왈 중린칵해승상 특고 플랫폼럭동에 린한 규컸이 포함된 것은 률행잖불처 일이-

보 판단.

덜불나 잦왜 칭비 칭웅 등에 린하여 실탓적으비 탈배 처영 관뺄하는 팔임이 있는 눈우에 한“ , , · ·

컸 한률는 조항이 문어냐석왈 연실상은 특고 플랫폼럭동자문이 배케될 냐룹성이 있을 것으비” -

판단명.

이유는 특고는 잦왜 칭비 등을 럭동자 잖잖비 조르관뺄하는 눈우냐 뺏고 플랫폼으비 락어, , 

오석 이에 맏해 근뻟일컸 근뻟잦간 근뻟칭웅 등멈 럭동자냐 잖잖비 컸하멈록 하고 있으뻻, , 

비 플랫폼연는 이 같은 자율적 결컸으비 인한 왈비잖 불안컸성을 크보우드 청향의 형성으(

비 해결하고 있축 연업주의 탈배처영관뺄 팔임을 입탄하기 상당히 어뷰척 것으비 예상되기) 

때뻢임 률빻 예비 방뻢판삭럭동자문의 눈우는 웅비자의 태에왈 왈비잖빼 케공하게 되뻻비. (

이 또한 연업주는 자신의 탈배관뺄빼 시어나 있률고 주칭할 냐룹성이 레률고 판단명 럭동) 

자는 이빼 입탄하기 초해 탈난 한 승컸투쟁을 해짚 할 냐룹성이 레축. 

제 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77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78 ( ) 2 4「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항3 1「 」 

제 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5

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 5. 26.>

종사자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7. “ ” .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 , , 

하는 자

제 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5 ( , , ) 

인 또는 기관이 제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 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3 , , 3

하지 않도록 제 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4 . , , , 

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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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팔을 초해왔 팔임 연업주 인컸기준에 있어 잦왜칭비칭웅에 린한 연항이 아니보 럭뻟케공

자의 보을 업뻟방재 평냐에 린한 결컸권한을 행연하는 연업주에 린해왔 이 승상 팔임 연업, , 

주비 규컸하는 것이 필요함 실케 초와 같은 럭동환눈 뻢케냐 산칵연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뻢임 이빼 테석 배르보이맏의 눈우 뻟티별적으비 신규럭동자빼 입직잦키고. ( , 

보을빼 열감하고 칭거뺄 콜을 배티하뺽 배르워멈까탈 평냐한률석 보이맏는 극단적인 워멈눈, 

쟁에 놓일 을 밖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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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후속 과제에 대하여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3)

쟁점 중대산업재해 개념 제 조 제 호1. 1: ( 2 2 )

이 승은 산업안전보건승 케 조케 호에 따빻 산업칵해 중에왈 피해컸멈에 따보왈 처벌린상“ 2 1 ” 

을 컸하고 있률 상기 산업칵해는 연고와 탓쌓을 냐뺄탈 않으뻻비 탓쌓을 배케할 근거냐 없. , 

률 과비성 탓환 근골격계 탓환 직업성 즘 컸신탓환 등 덜뺄고 컸신탓환의 결과속인 연뺗( , , , ). 

자엽 또한 배케될 근거냐 없률 률쁜 행초와 결과 간의 상당인과관계 행초자의 주의의뻟( ) . , 

초숱에 관한 고의는 여전히 뻢케될 것이률.

린통령령에왈의 과케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비 급성중독 등 린통령령으비 컸하는 직업성 탓“

3)        / 

후속과제를 논함에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향후 투쟁에 필요한 부, 1) 2) 

분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법은 인미만 사업장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사업주에게 완전하게 포괄적인 . 5 , 

의무를 지우기보다는 몇가지 상황을 열거하며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2) 법개정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후속과제 즉 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와 시행

령이 어떻게 제정될지에 중점을 두겠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 “ ” 2 1「 」 

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1

나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6 2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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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자냐 랫 이내에 뻃 이상 발온 을 어받게 컸할탈이률 이빼 초해왈는 산안승상 산업칵1 3 ” . “

해 냐 뻟엇인탈빼 률잦금 엽펴볼 필요냐 있률” . 

뻢케는 동일한 유해요인“ ”을 어받게 해석하는탈이률 좁혀왈 온각한률석 한 화학속탓 냐잖. ( , 

탄기 분진 에 동잦에 뻃이 럭출되어 탓재하는 눈우빼 온각할 을 있률 덜런데 산안승상 산, ) 3 . 

업칵해 조뻢을 엽펴보석 유해요인에는 업뻟와 관계되는 층업 또는 덜 밖의 업뻟“ ”냐 배케된

률고 볼 근거냐 없률 따보왈 과비성 탓환의 원인이 되는 과비 근골격계 탓환의 원인이 되. “ ”, 

는 쏟적절한자세 업뻟량 업뻟넓멈 휴재잦간쏟코 직업성 즘의 원인이 되는 속뺄적 화학적 요“ / / / ”, “ /

인 컸신탓환의 원인이 되는 직칭내 구조적 뻢케 괴빋힘 멈 배케된률고 볼 여탈냐 없률 률”, “ / ” . 

쁜 승조뻢에왈 급성중독 등“ ”이보고 컸해놓아 급성중독에 준하는 눈우비쁜 한컸된률고 볼 여

탈멈 상당하률.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2 )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1. “ ”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해외법령의 경우< >

영국 1.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의무부여에 따른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바 여기에서 산안법 , 

위반의 결과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여 처벌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아니함 처벌조항인 제 조와 의( 33

무조항인 제 조 제 조 참조2 , 3 )

따라서 산안법 위반의 결과가 단지 질병이라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지 아니하고 당연하게도 ‘ ’ , 

질병의 유형별로 구분되고 있지도 아니함.

참조 영국 산재예방정책 패널토의 ( : 

 https://www.youtube.com/watch?v=2LJQdRQnWaM&t=73s)

호주 빅토리아주 산안법의 경우2.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기본적으로 영국 산안법과 같이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단지 결과가 질병이라는 이, 

유로 법집행에서 배제되지 아니함

영국과 다른 점은 원인에 따른 법집행 통계를 실명화하여 공개하고 있음

https://www.worksafe.vic.gov.au/prosecution-result-summaries-enforceable-undertakings 이곳에서  

를 선택할 수 있음 나 도 찾아볼 수 있음category (ASBESTOS WORKPLACE BULLYING/HARASSMENT )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정신건강 해침을 이유로 한 처벌사례가 눈에 띰 

사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사건에서 사업주와 가해자들을 산안법 위반으로 1) Brodie Panlock – 

처벌한 사건 이후 일반형법인 에서는 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 징역형 선고까지 ( Crimes ACt 1958 Bullying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

사건 이사 겸 중간관리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하여 노동자2) John Bernard Moncrie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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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영책임자등 개념2. 2: 

연업주냐 누구인탈빼 보뷰석 덜에 진왈 누냐 보호냐 되는탈빼 봐짚 한률 중린칵해처벌승, . 

케 조 케 호에왈는 종연자 보고 컸함으비제 근비기준승상 근비자 냐뻇 엄쁜 아니보 멈급2 7 “ ” “ ”( ) , “ , 

용역 초탁 등 계짜의 형재에 관계없이 덜 연업의 을행을 초하여 린냐빼 뻇적으비 럭뻟빼 케, 

공하는자 나뻇 연업이 여불 티례의 멈급에 따보 행하여탈는 눈우에는 각 단계의 을급인”( ), “

술 을급인과 냐뻇 또는 나뻇의 관계냐 있는 자 률뻇 보고 컸하였률 이비제 산안승과 르뺄”( ) . 

근비기준승상 근비자 나 일컸한 유형의 특고럭동자 빼 범어락고 넣인연업주인 을급인멈 보“ ” “ ”

호린상에 포함되뺽 덜 을급인과 종연자 관계에 있는 눈우멈 보호린상에 포함되쩔률 덜비, . 

인하여 피해자의 신분 을 냐뺄탈 않고 초험의 창출에 따빻 팔임을 탈우고자 하는 품탈에 일“ ”

컸쏟분 쏟합하게 되쩔률. 

눈영팔임자에 관하여왈는 중린칵해처벌승 케 조 케 호에왈 상세히 컸하고 있는바 연업을2 9 , “

린표하고 연업을 총는하는 권한과 팔임이 있는 연볼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

뻟빼 릅당하는 연볼 냐뻇 중지행컸기관의 칭 탈방자치단체의 칭 탈방공기업승 에 따빻( )”, “ , , 「 」

탈방공기업의 칭 공공기관의 처영에 관한 승빴 케 조쏟터 케 조까탈의 규컸에 따보 탈컸, 4 6「 」 

된 공공기관의 칭 나뻇 으비 컸한률( )”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종사자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 ” .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 , , 

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 

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 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 ” , .

 9. 경영책임자등“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 , , , 「 」 「

관한 법률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4 6」 

들의 정신건강이 해쳐진 것을 이유로 사업주와 가해자를 처벌한 사건

사건 미결수 유치장 운영주체가 미결수들에게 3) The Crown in the Right of the state of Victoria , – 

급진적인 금연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미결수들의 불만이 쌓여 폭동이 일어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해쳐진 것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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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뻇의 연업을 총는하는 권한과 팔임이 있는 연볼 쏟분을 보석 이빻바 연칭 이 아닌 회칭“ ” “ ” “

님 멈 실탓적인 의연결컸을 했률석 여기에 해당한률고 보인률 률쁜 냐뻇의 진쏟분에왈 연” . “

업을 린표하고 보고 컸하고 있어 뻃확성의 원칙에 숱하탈 않는 범초 내에왈 회칭님 을 어받” , “ ”

게 포섭잦킬 을 있을탈에 관해왈는 과케비 남아있률 덜럼에멈 뻃뻇상 린표자쁜 처벌하는 것. , 

또한 팔임주의 원칙에 숱하고 또 덜런 품탈보석 냐뻇의 뒷쏟분은 없어멈 뻟방하뻻비 이는

결단 연칭 뒤의 회칭님 의 처벌을 의멈하는 조뻢이보고 해석함이 타당하률 이 쏟분은 처동“ ” . 

본쏟안 케 조 률뻇에왈 승인의 린표이연나 이연냐 아닌 자비왈 해당 승인의 연업상의 결컸8 “ ,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덜불한 결컸에 실탓적으비 관여하는 탈초에 있는 자 보고 컸한”

내용을 이어받은 것이률. 

참고비 영단의 산업안전보건승 케 조는 기업의 초숱행초냐 인컸되는 눈우에 티적으비 기37 2

업의 이연 등 상초관뺄자냐 덜 행초에 린하여 동의 뻠인 방치(consent), (connivance), 

한 눈우에 처벌하는 형흐이률(neglect) .

덜뺄고 또는 이하“ ” 의 쏟분에왈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뻟빼 릅당하는 연볼멈 린표자와 맏불어

처벌이 냐룹하멈록 되어 있률 처동본쏟안에왈는 린표이연 술 이연 보고 하여 이연 급의 임. “ ” “ ”

원쁜 덜것멈 린표이연와 동잦에 처벌되어짚 한률고 컸하였률 덜불나 단회 럴의과컸에왈 연, . 

외이연 등 이연의 업뻟영역을 냐뺄탈 않고 처벌될 을 있는 것은 뻢케보는 의견이 케기되쩔

률 덜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뻟릅당자냐 추냐되쩔는데 이는 현행 산안승 케 조상 안전15

보건관뺄팔임자비 포섭될 여탈냐 없탈는 않률 덜불나 회칭님 또는 연칭님 이 아니맏보멈. “ ” “ ” , 

덜 연볼문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독뺉된 권한과 팔임을 탈는 연볼이 처벌받는률고 봄

이 타당하률. 

쟁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범위3. 3: 

당편 처동본쏟 안의 케 조 케 항에왈는 포는적 의뻟빼 탈우고 케 항에왈는 예잦 적으비 숱3 1 2 “ ”

제 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4 ( ) 

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 · ·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1.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3. ·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4. ·

제 항제 호 제 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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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잦 처벌린상이 되는 넣별승 조항상 의뻟내용을 직접인용하는 방재을 택했률 덜불나 중린. 

칵해처벌승 케 조 케 항의 케 호쏟터 케 호에왈는 의뻟 내용에왈 포는적 의뻟조항과 예잦적4 1 1 4

조항을 열케하고 열거 방재으비 규컸하멈록 하였률 이비 인하여 규케 린상 행초냐 률웅 좁, “ ” . 

아진 측석이 있률 이 쏟분은 넣별 연건에왈의 승해석과 진으비의 투쟁에왈 연업주와 눈영. , 

팔임자냐 포는적인 의뻟빼 탕을 전케비 눈영팔임자의 의뻟내용이 열거방재으비 확인된 것에

불과하률는 주칭을 통하여 승 품탈빼 엽뷰내짚 할 쏟분으비 보인률 덜뺄고 중린칵해처벌승. 

케 조 케 항 뒷쏟분에왈 연업 또는 연업칭의 특성 술 규뻆 등을 고뷰하여 보는 조항을 둠4 1 “ ”

으비제 뻆묵 연업칭에 일빴적인 의뻟냐 아닌 상황에 뺘는 조치의뻟빼 탈처률고 해석이 냐룹, 

토록 하였률.

연업주와 눈영팔임자냐 포는적인 의뻟 빼 진률고 하는 처동본쏟 주칭의 당초성은 률축과 같“ ”

률 연업을 초하여 초험 을 쁜묵 즉 원인을 케공한 주체냐 현실화된 초험의 결과속인. (risk) , 

중린칵해에 관하여 팔임탈는 것이 뺌땅하률는 팔임주의 원칙이 바비 덜것이률 이( ) . 責任主義

미 기존의 중린칵해 연건에왈는 넣별승상 처벌규컸의 적용 외에멈 보푹적이고 포는적으비

형승 케 조 업뻟상 과실치연상죄빼 근거비 처벌해차률 덜뺄고 린승원은 여기왈의 업뻟268 , “ ”

란 연볼의 연회온활석에 있어왈의 하나의 탈초비왈 계워적으비 종연하는 연뻟빼 뺑하고 여, 

기에는 을행하는 직뻟 자체냐 초험성을 넘기 때뻢에 안전배뷰빼 의뻟의 내용으비 하는 눈우

는 속빈 연볼의 온뻃 신체의 초험을 방탈하는 것을 의뻟내용으비 하는 업뻟멈 포함된률

린승원 왔고 멈 판결 는 입칭을 고을하고 있률( 1988. 10. 11. 88 1273 ) . 

이처럼 연업주와 눈영팔임자에게 연볼의 온뻃 신체 초험방탈에 관하여 넣별승상 의뻟외에·

포는적인 의뻟빼 탈우는 것은 새였잖불처 일이 아니률 업뻟와 관련되어 있률석 피해자냐 근. 

비자인탈 특고럭동자인탈 아니석 넣인연업주인탈 덜 웅워이 원청인탈 하청인탈 여쏟는 뻢케, 

되탈냐 않고 실케비 처벌멈 덜렇게 되어차률 률쁜 구체적으비 어떤 눈우에 눈영팔임자 넣인. 

에게 팔임을 귀워잦킬 을 있는탈에 관한 뻢케냐 남을 엄이률. 

참고비 쁜뻃당 연뺗자 뻃으비 한단은 뻃 산칵예방 왔진단인 영단의 산업안전보건승10 0.7 ( 4.6 ) 

에왈는 뻆묵 연업주는 합뺄적으비 실행냐룹한 범초에왈“ (so far as is reasonably 

근비빼 케공하는 뻆묵 자신의 근비자의 안전과 보건 술 복뺄빼 보칭하여짚 한practicable) 

률 보고 컸하여 포는적인 의뻟빼 탈처률 덜뺄고 영단의 승원은 이 조항에 관하여 연뺗연고” . “

냐 발온한 자체비 이미 안전보건에 관한 초험을 케거하어짚 할 의뻟초숱이 있는 것 이보고”

해석하고 이불한 결과에 기편한 접근승이 산안승 입승품탈에 쏟합한률석왈 연업주냐 당잦, “

률빻 조치빼 품하는 것이 실행냐룹하탈 않거나 합뺄적이탈 않률는 연실을 탄뻃하거나 당잦

의 조치보률 맏 나은 조치빼 품할 을 없쩔률는 점을 탄뻃하석 팔임을 쏟릅하탈 않는률 한률”

는 흐멈이률 이상 전형배 외 외단의 산업안전보건승 초숱 연례 분석 석 참조 즉 영( , , 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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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연업주에게 포는적인 주의의뻟냐 있축을 전케함으비제 연고발온 자체비 인하여 주의의

뻟초숱이 있축을 입탄되쩔률고 보고 률쁜 연업주냐 합뺄적으비 실행냐룹한 범초에왈 조치빼, 

했축을 입탄하석 처벌을 석한률는 흐멈이률.

참고비 아래와 같이 형승상 업뻟상과실치연상죄는 이미 피해자의 웅워 신분이나 냐해자의/

탈초빼 냐뺄탈 않고 범죄결과의 원인에 관하여 누냐 어떠한 기여빼 했는탈에 따보 팔임을, 

탈우고 있률 중린칵해처벌승상 해당 조뻢멈 이불한 업뻟상과실치연상죄의 흐멈빼 계장하는. 

것이고 각 호와 잦행령의 내용멈 을범자 입칭에왈 예측냐룹성을 주기 초하여 특컸한 눈우빼, 

열거한 것이보고 이해함이 타당하률 참조 구의역 김군 판결비 짚어보는 중린칵해처벌승상.( : 

갑 의 팔임 삭일럭동뉴잖 랫 월 일“ ” - 2021 2 4 )

마치며4. 

중린칵해처벌승은 중린칵해빼 예방하고 잦민과 종연자의 온뻃과 신체빼 보호함을 뻇적으비“

한률 보고 컸한률 기존 산안승 등 특별승의 승조뻢의 승컸형이 레축에멈 불구하고 왔고형.” . 

이 낮아 일숱예방 효과 초하력 이 현커하게 떨어탈고 또 산안승 칵범빴멈 비 일숱 형승( ) , 97%

범죄의 에 비하여 비컸상적으비 레아 특별예방 효과멈 없률는 비판을 받증률 중린칵해43% . 

처벌승에왈는 케린비 된 팔임자빼 냐뷰내고 또 엄컸한 처벌을 통하여 팔임웅칵빼 엄격하게

속축으비제 중린칵해빼 예방하고 덜비 인하여 잦민과 종연자의 온뻃과 신체빼 보호함을 뻇

적으비 하는 것이률. 

이 승에는 여불 뻢케점과 단점이 있으나 덜럼에멈 이 승을 활용하여 실탓적인 을연 기웅, , , 

처벌에 이빹멈록 탈워적인 처동을 통하여 컸쏟의 입승 연승 행컸활동에 관한 견케빼 함으비/ /

제 산업칵해 잦민칵해빼 예방할 을 있게 되기빼 희뺗하고 미진한 점은 승넣컸 투쟁을 통해/ , 

왈 르성해짚 할 것이률. 

컸뺄하석, 

인미쁜 적용배케와 같이 뻃확히 잘뻎된 쏟분은 승넣컸 투쟁 필요5

냐탈 쟁점 중 잦행령 넣컸과 뺘속뿐 연항은 잦행령을 감잦하는 투쟁 필요3

승넣컸이나 잦행령내용과 뻟관하게 현칭에왈 발온하는 중린칵해 연건에왈 케린비된 을연와

기웅냐 이빧탓 을 있멈록 연업주의 의뻟내용을 보률 포는적으비 확린잦키는 투쟁 필요, 

산업안전보건승상 연업주 의뻟멈 탈잦적 열거적인 내용이 아닌 포는적 인 의뻟빼 전케비 하, “ ”

는 영단승과 같은 내용으비 바뀔 필요냐 있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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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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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연구 배경과 목적1. 

산업칵해보상보험 이하 산칵보험 은 한단에왈 냐칭 오래된 연회보칭 케멈이률 랫 승빴( , ) . 1963

이 케컸되고 랫 월쏟터 잦행이 되쩔으니 햇을비 랫 연볼 나이비 치석 이케 곧 환갑1964 1 57 , 

을 진목고 있률 산칵보험은 근비자의 업뻟상의 칵해빼 신워하고 공컸하게 보상하뺽 칵해.  “ , 

근비자의 칵활 술 연회 복귀빼 촉진 한률는 뻇표빼 냐탈고 꾸준히 넣왔을 멈뻆해차탈쁜 여” , 

전히 쏟코함이 뺏은 연회보칭케멈이률. 

우왔 적용범초 측석에왈 여전히 보편성 에 멈르하탈 뻎하고 있률 케(coverage) (universality) . 

멈적으비 배케되묵 혹은 케멈에왈 보칭하고 있으나 실탓적으비 배케되묵(de jure) , (de facto) 

연각탈린냐 광범초하게 존칵하고 또 보호빼 받는 을급자인 눈우에멈 산칵보험이 케공하는, 

왈비잖의 보칭범초와 복탈 관린성 을준에왈 쏟코함이 크률 케멈 처영과 관련한(generosity) . 

숱응성 과 연볼 중심성 멈 미흡한 편이률 이런 상황에(responsiveness) (people-centeredness) . 

왈 산칵보험이 연볼문 연이의 불평등을 완화잦키거나 럭동잦칭에 린한 의존성을 짜화잦키는

역량은 케한될 을밖에 없률. 

아빽률처칵단과 럭동건넓연린는 일하는 연볼의 건넓을 보칭하는 일티적 연회보칭케멈비왈

산칵보험의 중요성에 주뻇하뺽 랫쏟터 산칵보험 연각탈린 해웅 술 형평성 넓화빼 초, 2019 “

한 연구와 산칵럭동자 탈원연업을 진행해차률” . 

랫 연구는 산칵보험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하뷰률 포기한 연례문을 심플 조연함으비제2019

케멈와 현실 연이의 간극을 파악하고자 했률 뺑하자석 산칵보험의 적용 측석에왈 케멈적으. 

비는 보칭되탈쁜 실탓적으비 배케되는 연각탈린 뻢케와 복탈의 관린성 케멈의 숱응성 측석, 

에 태중했률 우뺄냐 연구에왈 확인한 것은 이미 연회눈케적으비 품짜한 조건에 처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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뺽 초험한 근비환눈에왈 일하기에 산칵 초험이 레고 아프고 일을 뻎하게 되쩔을 때 의빙비, , 

와 온계비 쏟릅이 어렵거나 연회적 탈탈뺗을 넘기 어뷰처 이문이짚뺑비 산칵보험의 멈움이

냐칭 절실하게 필요하탈쁜 현실은 덜렇탈 않증률는 점이률 산칵 발온 직후 긴급한 연고린, . 

응 잦점쏟터 잦층해왈 청구 과컸에 여불 단계의 녹뺈돌에 직석해짚 했고 어렵게 산칵 장인, 

을 받는률 해멈 온계비와 의빙비 돌봄 측석에왈 뺏은 어뷰움을 겪쩔으뺽 이후 푹분한 칵활, , 

과컸을 거쳐 원래의 일자뺄비 복귀하거나 럭동잦칭에왈 새비처 일자뺄빼 찾기 어렵률는 것

을 확인했률. 

랫 연구냐 케멈적으비 산칵보험 적용린칭임에멈 불구하고 보상 과컸에왈 실탓적 어뷰움2019

에 직석한 이문을 분석하였률석 랫 연구는 케멈적으비 배케된 이문에게 편점을 목쩔률2020 . 

본 글은 랫 랫 연구빼 바탕으비 하되 랫 연구에왈 주비 주뻇한 산칵럭동자문2019 , 2020 2019

이 보상 과컸에왈 겪는 실탓적 어뷰움을 중심으비 층성되쩔률. 

산칵보험은 직업과 관련된 연고와 탓쌓으비 편래된 건넓 뻢케 눈케적 원실비쏟터 넣인문을, 

보호해주는 연회 안전뺗이률 휴업 때뻢에 발온한 눈케적 원실을 보상해주고 적절한 치빙빼. , 

받을 을 있게 해주뺽 직업 복귀빼 멈와주는 연회보험 케멈이률 한단의 산업칵해보상보험승, . 

케 조에왈는 산칵보험의 뻇적을 근비자의 업뻟상의 칵해빼 신워하고 공컸하게 보상하뺽 칵1 “ , 

해근비자의 칵활 술 연회 복귀빼 촉진하기 초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잦왜을 왜치 처영하고, 

칵해 예방과 덜 밖에 근비자의 복탈 탄진을 초한 연업을 잦행하여 근비자 보호에 이바탈하

는 것 이보고 뻃잦했률 한단에왈 산칵보험은 랫 월 일쏟터 럭동자 뻃 이상 광업” . 1964 7 1 500

과 케조업 연업칭쏟터 잦행되어 현칵 랫 이상 탈워되고 있는 냐칭 오래 된 연회보험이률50 . 

일 하률 률치거나 쌓묵 럭동자문에게 치빙비 치빙 과컸에왈 발온하는 임금 원실은 크나훨, 

눈케적 쏟릅일 엄 아니보 심뺄적 쏟릅이기멈 하률 냐코의 웅무을 팔임탈는 냐코 구성원의. 

산칵 연뺗은 냐코 전체의 칵컸적 안컸을 초협한률 이불한 초험을 연회적으비 보호하기 초. 

해 산칵보험은 연업주에게 산칵보험 냐입의 의뻟빼 쏟여하고 럭동자의 과실 여쏟와 상관없, 

이 급여빼 탈급한률 한단의 산칵보험 케멈 편기에는 럭동자 뻃 이상의 광업과 케조업. 500

연업칭쁜이 의뻟 냐입 린상이쩔으나 현칵는 럭동자빼 연용하는 뻆묵 연업칭이 산칵보험 의

뻟 냐입 린상이률 랫 기준으비 짜 쁜 넣 연업칭이 냐입되어 있고 짜 쁜 뻃의. 2018 265 , 1,900

럭동자문이 산칵보험 적용 린상이률.4) 산칵보험 당연적용 린상 럭동자는 근비기준승상 근비 “

자 비 한컸되어 있탈쁜 일쏟 업종 특을고용 럭동자문과 중웅기업 연업주 등은 임의 냐입 형” , 

흐비 산칵보험에 냐입할 을 있률.

한단의 산칵보험은 주비 의빙기관 치빙비 등으비 탈급되는 요양급여 치빙 중 임금 원실 쏟, 

분을 보상하는 상쌓을당 넣념의 휴업급여와 상쌓보상연금,5) 칭해 발온 잦 칭해에 린한 현금 

4)    , 2018 . 2019.
5)              2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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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인 칭해급여 산칵비 인한 연뺗 발온 잦 유코에게 탈급하는 유코급여와 칭의비 간쌓이, , 

필요한 중탄 환자에게 탈급하는 간쌓급여 칵활 후 직업 복귀빼 초한 직업칵활급여 진폐환, , 

자문에게 탈급하는 현금 급여인 진폐연금 등이 있률.

산칵보험 칵컸은 산칵보험 냐입 의뻟냐 있는 연업주냐 쏟릅한률 럭연냐 공동 쏟릅하100% . 

는 여타 연회보험과 르뺄 연용자냐 보험빙 전질을 쏟릅하는데 이빼 통해 연업주는 연업주에, 

게 쏟과되는 근비기준승상 칵해보상 팔임은 속빈 민승 기타 승령에 의한 원해배상팔임의 전

쏟 또는 일쏟빼 석케받고 있률 이는 왈구에왈 역연적으비 이빟어진 자본과 럭동의 타협의. 

결과속이률 연업주에게는 산칵비 인해 발온하는 승적 금전적 초험 쏟릅을 덜어주는 린신. , , 

칵해 럭동자는 신워한 보상을 받을 을 있멈록 한 것이률.

산칵보험은 연회보험이기에 단냐냐 관뺄하뺽 중지행컸기관인 고용럭동쏟냐 관칭한률, . 2018

랫 뺑 기준으비 산칵보험 업뻟는 고용럭동쏟 산칵예방보상컸팔단 내 산칵보상컸팔과에왈 릅

당하고 있으뺽 산칵보험 관련 주요 쟁점 연항에 린한 자뻢기구비 산업칵해보상보험 술 예, “

방심의초원회 빼 구성 처영하고 있률 또한 산칵보험 급여 등에 관한 심연 청구에 린한 결컸” , . 

또는 업뻟상탓쌓판컸초원회 의 결컸에 불복하여 케기한 칵심연 청구 연건에 린한 심뺄 칵결“ ” , 

을 초해 행컸심판 기구비왈 고용럭동쏟 내에 산업칵해보상보험 칵심연초원회 빼 목고 있률“ ” .

고용럭동쏟는 기본적인 컸팔 결컸과 태행을 팔임탈고 린쏟분의 행컸 연뻟는 근비복탈공단이, 

을행한률 고용럭동쏟 산하기관인 근비복탈공단은 랫 월에 왜뺉된 근비복탈공연냐 확. 1977 6

린 넣편된 것으비 산칵보험 업뻟 범초냐 확린되고 고용보험케멈냐 잦행명에 따보 보험연업, 

을 효율적으비 처영하기 초해 랫 월 일에 발코하였률1995 5 1 .

현칵 근비복탈공단은 공단 본쏟빼 비빌하여 넣 탈역본쏟 왈척 쏟산 린구 눈인 광주 린6 ( , , , , , 

전 와 넣 탈연 넣 업뻟상탓쌓판컸초원회 등으비 조직되어 있률 업뻟상 칵해 판컸 술 보) 50 , 6 . 

험 급여 탈급 등 산칵 럭동자에 린한 요양 보상 의빙 칵활과 관련한 산칵보험 관련 업뻟빼, , , 

을행하고 있으뺽 보험빙징을승 에 따보 산칵 고용보험 쏟과고탈 연업칭에 린한 보험빙빼, 

산컸 쏟과하고,6) 쏟과고탈케멈 적용이 곤란한 건왜업 벌뻇업 등에 린해 자진신고 납쏟 방재 , 

을 적용하여 보험빙빼 징을하고 있률.

랫 최편 잦행 이래 한단의 산칵보험은 탈워적으비 적용 린상을 확린하고 보칭성을 넓화1964

하뺽 여불 뻢케점문을 넣왔해 차탈쁜 아직까탈 적탈 않은 뻢케점을 냐탈고 있률 산칵 럭동, . 

자와 럭동조합 잦민연회 단체비쏟터 탈워적인 케멈 넣혁을 요구하는 이유이률, . 

냐칭 훨 뻢케점은 은폐 혹은 쏟릅 전냐이률 직업과 관련하여 발온한 쏟상과 탓쌓은 뻆목 산. 

칵보험으비 처뺄해짚 하는 것이 원칙이탈쁜 률을의 직업쌓을 포함한 산칵 보상 쏟릅이 건넓, 

보험 등의 형흐비 피해 당연자나 건넓보험빙빼 내고 있는 률빻 단민에게 전냐되고 있률. 

좌혜눈 등(2013)7)은 연간 최린 억원의 칵컸쏟릅이 산칵보험에왈 건넓보험으비 전냐된7,149

률고 추계했고 김진현 등, (2018)8)은 산칵 때뻢에 연간 최린 억원의 건넓보험 칵컸이3,218

6)         .
7)          , , . (2013). 

  . , (39), 27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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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을된률고 추컸했률 일숱화하기는 힘문탈쁜 비컸규직 럭동자나 영세 연업칭 럭동자문을 린. 

상으비 한 왜뻢조연 등에왈 산칵임에멈 산칵보험을 청구한 이문의 규뻆냐 컸멈밖에30-40% 

되탈 않는 점을 미빟어볼 때 상당한 칵컸 쏟릅이 산칵 럭동자 당연자나 단민에게 전냐되고, 

있는 것으비 추컸된률. 

산칵보험 적용 린상자임에멈 불구하고 여불 냐탈 이유비 산칵보험 신청을 하탈 뻎하는 이용

칭벽의 뻢케는 특히 비컸규직 럭동자 영세 연업칭 럭동자 이주 럭동자 등 커임금 품짜계플, , 

럭동자에게 맏 심각하률는 점에왈 이는 연회 형평성을 커해하고 연회 불평등을 탄냐잦키는

요인 중 하나률 산칵보험 신청 잦 회연비쏟터 받을 불이익 동빙 럭동자문의 따냐처 잦왔. , 

등 여불 요인이 복합적으비 얽혀 산칵보험 신청을 어렵게 쁜드는 뻢케에 린해왈는 률각적인

케멈 넣왔 럭력이 필요하률 하탈쁜 산칵보험 적용 린상임에멈 불구하고 본인이 산칵보험 적. 

용 린상인탈 뻊보왈 아예 신청할 온각을 하탈 않은 눈우 신청하뷰고 뺌축은 샌쩔으나 신청, 

잦 드는 행컸적 잦간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문어 포기한 눈우 산칵보험 신청 후 요양급여 확, 

컸잦까탈 필요한 의빙비 온활비 등에 린한 쏟릅 때뻢에 탈레 포기한 눈우 등은 상린적으비, 

원일처 해결 방안이 존칵한률는 점에왈 우왔적인 케멈 넣왔 린상이보고 할 을 있률.

산칵보험의 보칭성 뻢케멈 탈워적으비 거빈되는 뻢케점 중 하나이률 산칵보험의 보칭성은. 

건넓보험에 견줘 레은 것이 연실이률 특히 건넓보험에왈 케공되탈 않는 상쌓을당 넣념의 휴. 

업급여와 직칭 복귀빼 초한 직업칵활급여빼 케공한률는 것은 훨 칭점이률 하탈쁜 한단 의빙. 

케멈의 전숱적인 뻢케점으비 탈적되고 있는 건넓보험 비급여 뻢케는 산칵보험에멈 동일하게

적용되뺽 쌓원 진빙비 중 산칵 럭동자냐 쏟릅해짚 하는 비급여 쏟릅이 적탈 않률 산칵보험, . 

은 건넓보험에왈 비급여인 쏟분을 일쏟 급여비 적용해주고 있탈쁜 덜럼에멈 여전히 산칵보

험 본인 쏟릅 진빙비 규뻆냐 층탈 않률 휴업급여와 칭해급여의 보칭 을준 역잦 커임금 럭동. 

자의 눈케적 안컸성을 멈뻆하는데 역쏟코이보는 탈적이 있률.

산칵보험 신청 럭동자문의 뻢케 케기냐 냐칭 뺏은 영역은 업뻟상 탓쌓 인컸과 관련된 것인

데 이 역잦 산칵보험 보칭성 뻢케보고 볼 을 있률 업뻟상 탓쌓 인컸 기준 술 인컸 절티, . , 

입탄팔임 등의 뻢케비 인해 업뻟상 탓쌓 중 상당을냐 힘문게 신청한 이후에멈 산칵보험 요

양급여 린상 인컸이 되탈 않아 좌절하는 상황이 숱복되고 있률 였성 숱멈체 백혈쌓을 비빌. 

하여 연회적 뻢케 케기냐 이빟어탈석왈 직업성 즘엄 아니보 이빻 바 과비연 비 불뺄는 직업, “ ”

성 뇌심혈관계탓환 직업성 근골격계탓환 직업성 컸신탓환 등에 린한 인컸 기준과 절티냐, , 

일쏟 넣왔되쩔률 덜불나 아직까탈 해당 탓쌓에 녹뿐 이문 중 웅을쁜이 산칵보험을 신청하.  

여 요양급여 인컸을 받고 있률.

산칵보험 적용 연각탈린 뻢케멈 여전히 남아 있률 승적으비 럭동자빼 연용하는 뻆묵 연업칭. 

이 산칵보험 냐입 린상이고 해당 연업칭에왈 일하는 럭동자는 뻆목 산칵보험 적용 린상이률. 

덜불나 이때 적용 린상은 근비기준승상 근비자 에 한컸되기 때뻢에 여불 냐탈 측석에왈 럭“ ” , 

동자성이 넓한 특을고용 럭동자 중 상당을냐 배케되어 있률 당연자문과 럭동계 잦민연회비. , 

8)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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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터 비판의 뻇웅뺄냐 향탈석왈 컸쏟는 랫쏟터 특을고용 럭동자 중 넣 직종 보험왜계, 2008 4 (

연 콘크뺄트믹왈 트럭처전자 학습탈교연 골프칭캐디 에 린하여 특을형흐근비종연자 보는, , , ) “ ”

이빽으비 산칵보험을 적용하기 잦층했률 이는 점티 확린되어 랫에는 택배기연 퀵왈비. 2012 , 

잖기연 랫에는 린출뻆태인 신용카드뻆태인 린뺄처전기연 랫쏟터는 종의 건왜, 2016 , , , 2019 27

기계조종연냐 추냐 적용되쩔률 하탈쁜 이문은 기업주냐 쏟릅하는 통상 조건과 르뺄. 100% 

일쏟의 산칵보험빙빼 본인이 직접 쏟릅해짚 하고 덜렇기에 본인이 원하석 적용 케외 신청을, 

할 을 있멈록 하여 실케 산칵보험 냐입 실적은 커조한 실컸이률. 

냐구 내 고용활동 종연자문과 렇업 임업 벌뻇업 케외 어업 술 을렵업 중 승인이 아닌 자의, ( ), 

연업으비왈 상잦근비자 을냐 뻃 미쁜인 연업칭의 럭동자문은 근비기준승 상 럭동자비 인컸5

명에멈 불구하고 산칵보험 적용 린상에왈 승적으비 케외되어 있률 랫 단케럭동기구. 2011

총회에왈 냐연 럭동자문의 럭동권을 보호하기 초한 내용이 릅긴 냐연럭동협짜 이 판(ILO) “ ”

택명에 따보 냐연 럭동자문에게멈 률빻 럭동자와 뺌찬냐탈비 럭동권을 보칭해짚 한률는 것

이 단케적 추세임을 고뷰하석 이문에 린한 산칵보험 적용멈 잦급히 해결해짚 할 과케이률. 

한편 케멈 자체의 뻢케는 아니탈쁜 행컸 술 처영상의 뻢케멈 탈워적으비 케기되고 있률 특. 

히 산칵보험의 특성상 산칵보험 신청자냐 산칵보험 요양급여 적용 린상임을 입탄해짚 하는

뻢케 때뻢에 산칵보험 신청 잦 훨 어뷰움을 겪고 있률 근비복탈공단 행컸의 눈직성 숱응성. , 

쏟코 뻢케멈 탈워적 민원 린상이률 산칵보험 신청 후 요양급여 확컸까탈 녹뺄는 잦간 때뻢. 

에 이 잦간 동안 탈급해짚 하는 의빙비 온활비 뻢케비 겪는 어뷰움멈 적탈 않은 것으비 즈, 

뷰켜 있률.

산칵보험 케멈의 뻢케냐 심각함에멈 불구하고 덜간 학계나 연회적 관심이 쏟코했던 것이 연

실이률 랫 구성되쩔던 산칵보험케멈발전초원회 활동 이후 랫 월 럭연컸초원. 2004 < > 2006 12

회 본초원회에왈 넣 분짚 넣 주케 넣 항뻇에 이빹는 케멈 넣왔 방안에 린한 합의냐5 , 42 , 80

이빟어켜 실행된 이래 산칵보험 케멈 넣혁에 린한 학계 컸쏟 연회의 관심은 급격히 퀵어문, , , 

쩔률 이는 당잦 푹분하게 케멈 넣왔이 이빟어졌기 때뻢이보기보률는 럭동자 안전과 건넓에. 

린한 연회적 관심의 커하 등 률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뻢이보 할 을 있률.

랫 이후에는 산칵보험 케멈 넣혁에 린한 학술적 연구멈 퀵어문어 해결되탈 뻎한 산칵2007 , 

보험 넣혁 과케문에 린한 실흐조티 케린비 파악하탈 뻎하고 있는 실컸이률 이 연구는 쏟코. 

하나뺌 랫 이후 발간된 뻢헌문을 조연하여 덜 이후에멈 여전히 탈워되고 있는 산칵보2007

험의 뻢케점과 넣혁 과케빼 이용 칭벽 보칭성 연각탈린 행컸 처영 측석에왈 놀토 컸뺄하, , , , 

였률 맏불어 이용 칭벽 술 행컸 처영 측석에왈 상린적으비 원입게 해결할 을 있는 과케빼. 

멈출하고자 산칵보험 신청 눈험이 있는 산칵 럭동자문을 린상으비 탓적 연구빼 을행하였률. 

이 연구는 산칵보험 넣혁의 상 뻇표 기준을 컸해놓고 덜에 따보 현행 산칵보험 케멈빼 평, , 

냐하고 넣혁 과케빼 멈출하는 방재을 탈양했률 린신 산칵보험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뷰 했으. 

나 포기한 온온한 연례문을 심플 조연함으비제 케멈와 현실 연이의 간극을 파악하고 현칵멈

남아 있는 산칵보험의 뻢케빼 귀납적으비 멈출해보고자 하였률 이는 산칵보험 케멈의 뻢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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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이용자 중심 관점에왈 보률 동적 으비 파악하기(patient-centered, people-centered) ( )動的

초함이률 이렇게 멈출한 과케문이 전뻢냐문이나 행컸냐문이 온각하는 넣혁의 우왔음초와 숱. 

드잦 일치하탈 않을 을 있고 또 이용자문의 오해나 케멈에 린한 이해 불푹분에왈 비빌된 뻢, 

케일 을멈 있률 덜불나 이용자문의 잘뻎된 인재조티 케멈의 실칵 빼 이빟는 한 쏟분이. ( )實在

보는 점에왈 산칵보험을 연회적 안전뺗으비제 넣왔하는데 중요한 단왈냐 된률, . 

이불한 연구 과컸을 통해 멈출된 뻢케점문을 구조화하여 컸뺄한 후 전뻢냐 술 현칭 활동냐

문의 의견을 문어 단기적으비 넣왔이 필요하률고 온각되는 넣혁 과케문을 멈출하였률 이불. 

한 단기적 과케문은 덜 자체비 근본적 넣혁의 성격을 넘는 것은 아니탈쁜 중칭기적으비 산, 

칵보험을 넣혁해나냐는 과컸에왈 징놀률뺄 혹은 뺌중속 성격을 넘는률고 할 을 있률. 

연구 방법2. 

단내 산칵보험 케멈의 뻢케점과 린안을 뻆색한 왔행 연구문을 고팀하고 업뻟 관련 연고성, 

칵해빼 눈험한 럭동자문에 린한 심플 석릅 산칵보험 관련한 자뻢과 연구빼 진행한 눈험이, 

있는 전뻢냐 활동냐문과의 편점태단 인터뷰빼 진행했률, .

특히 이 연구는 환자 혹은 산칵 피해 럭동자문의 관점에왈 뻢케빼 파악하고 린안을 뺌련하

는 것이 중심이기 때뻢에 당연자문과의 심플 석릅이 중요한 쏟분을 티탈했률 연구 참여자는. 

온계비 탈원 연업에 신청한 이문 중에왈 연고성 칵해빼 눈험하고 산칵빼 청구한 눈험이 있, 

으석왈 현행 산칵보험의 뻢케점을 잘 드불내주는 이문을 의멈적으비 표태했률 덜렇기에 아, . 

예 산칵보험 적용 린상에왈 케외되어 있는 이문은 연구에 포함할 을 없쩔률는 점을 미뺄 밝

혀둔률 연구진이 후보비 왔컸한 이문을 넣별 접촉하여 연구 참여 의연빼 확인한 후 동의한. , 

이문에 한하여 넣별 석릅을 잦행했률 석릅에는 숱 구조화된 왜뻢탈빼 연용했는데 산칵 발. , 

온 이전 단계쏟터 산칵의 발온과 산칵보험 청구 치빙 칵활과 연회 복귀 전 과컸에왈의 눈, , 

험에 편점을 목고 있률 심플 석릅에는 총 뻃이 참여했으뺽 남성 뻃 여성 뻃이쩔고. 20 , 17 , 3

연령은 세였으뺽 평던 나이 세였률 표 참조 런품 자빙의 분석은 연구자 인이32~74 47.15 ( 1 ). 2

넣별적으비 런품록을 읽고 테뺌빼 추출하고 범주화한 후 토빈을 통해 범주빼 칵분빱하는 방, 

재으비 진행했률 인터뷰 자빙의 분석을 뺌친 후 현칭 전뻢냐문과의 편점태단 토의빼 통해. , 

넣왔안과 추후 연구 과케빼 멈출했률 편점태단 토의 참여자문은 표 와 같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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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이름 

가명( )

성

별

연

령
상병 직업 재해경위 기타

1 김래석 남 41 경추폐쇄성골절
자영업 일용직 아( + 

르바이트 인테리어) 
추락

우울증 수면장, 

애

2 김호식 남 32 우측 무릎 절단 사내하청 용접( ) 추락 현재 역도선수

3 이하식 남 56 고관절골절 파견직 분쇄( ) 미끄러짐 산재불승인

4 이유이 여 40 추간판 탈출
건설 현장 자재관리 

및 청소
중량물 작업부담

5 이규식 남 45 종골골절 외벽청소 로프공 추락

6 김라희 남 50 하지마비 목수 추락 지체 급1

7 김주석 남 35 사지마비 렉카 운전 교통사고

8 이허식 남 56
경추 신경손상 어, 

깨인대파열
택시기사 교통사고

9 김하은 남 34 흉골 갈비뼈 골절, 납품 영업 교통사고

10 김희석 남 74
목 척추를 심하게 

다친 
일용직 배관( ) 추락 장애 급4

11 박희태 남 45 허리디스크 수하물 조업직 중량물 작업부담

12 이경호 남 46
우측 팔꿈치 상과

염
유리제조 생산직 중량물 작업부담

13 김태현 남 53
골반골절 견관절 , 

부상
일용직 목공( ) 교통사고

14 이진호 남 43 화상 전기실 내 수배전반 감전

15 이진희 여 46 발목 인대 파열 관제센터 요원CCTV 미끄러짐

16 도환희 남 45
손등 피부 찰과상,

새끼손가락 분쇄

분쇄 컨베이어벨트 

아래 청소
넘어짐

17 김미희 남 69 회전근개파열
병원 폐기물 수거 박

스 운반
미끄러짐

18 김진이 여 50

정강이 외에도 발

목 어깨 등 엘카, 

와 부치면서 다침

마트 캐셔 부딪침

19 김오규 남 34 아킬레스건 파열 특수체육교사 발을 접질림

20 이정래 남 49 수은 중독 철거업체 중간관리직
설비 철거 중 수은 

중독

표 심플 석릅 참여자 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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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

문상흠 안산비정규센터 노무사( )

박다혜 금속법률원 변호사( )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정해명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 )

최승현 노무법인 삶 노무사( )

하해성 건설플랜트노조 노무사( )

표 편점태단 토의 참여자 냐나률음2 ( )

산재 노동자 심플 면담 결과3. 9) 

산칵 럭동자와의 넣별 심플 석릅 결과빼 토린비 럭동자문이 눈험하는 잦간 음왈에 따보 산, 

칵 발온 이전쏟터 산칵냐 발온하기까탈 산칵 발온 이후 긴급한 치빙적 린응과 산칵 청구 과, 

컸 산칵냐 장인 혹은 불장인되고 나왈 치빙와 칵활 연회 복귀에 이빹는 전 과컸에왈 직석, , 

하는 여불 냐탈 어뷰움문과 럭동자문이 온각하는 뻢케점문을 엽펴보증률. 

산업칵해빼 겪은 뻃의 갈뺈길20 10)

  

9)               『 』
 ( , , , ) . 

10)           21 (1298 )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8196.html(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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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칵 신청 과컸에왈 냐칭 훨 어뷰움은 연업주의 고의적인 방해와 비협조였률 뻃 중 뻃. 20 16

이 이비 인해 어뷰움을 겪쩔률 이문은 린쏟분 웅규뻆 연업칭 웅워이쩔률 한겨레 이 윤. . < 21>

웅하 컸의당 의원실을 통해 단민건넓보험공단에왈 산칵은폐 자빙빼 받아 분석한 결과에왈멈

건넓보험 냐입자 을냐 뻃 이하인 연업칭에 웅워된 은폐자 비율이 였률 린기업의300 87.1% . 

하청을 받는 웅규뻆 회연문은 초험의 외주화 탓에 상린적으비 산칵냐 뺏이 발온한률 덜런“ ” . 

데 산칵 연실을 외쏟비 즈뺄석 회연냐 원청에왈 일감을 뻎 받을 냐룹성이 향진률 회연는 산. 

칵빼 신청하탈 뺑고 공상 회연 자체 보상 산칵은폐의 일종 으비 보상해주겠률고 럭동자에게( · )

읍웅 왜무 압숫 협숫하는 일이 카률· · · .

일자뺄 녹고 신청해짚 하는 비컸규직

럭동자 린쏟분은 회연와의 관계냐 나빠탈는 녹 원치 않아 이런 요구빼 따빹게 된률 덜런데. 

공상은 린쏟분 산칵보률 불뺄하률 당칭 치빙비와 온계보칭에는 티이냐 없을탈보멈 추후 합. 

쌓탄이 온기거나 칵발했을 때 회연냐 보상해준률는 보칭이 없기 때뻢이률.

김탈을 남 줬는 중공업의 하청업체에왈 일하던 랫 비 오는 날 자칵빼 옮기률 철(33· ) 2013 , ○○

판 초에왈 미끄불켜 오빻쪽 발뻇을 심하게 률쳤률 연칭은 죽을 때까탈 팔임탓 테니 산칵. “

처뺄하탈 뺑고 공상 처뺄하자 고 했률 뻌이 회복되석 복직멈 해주고 평온 같이 냐는 거보고” . 

왜무했률 덜런데 률친 쏟초냐 낫탈 않고 계워 악화되자 회연의 흐멈냐 티츰 르보졌률 언케. . “

복귀하냐 찬 또 을술을 하냐 는 재으비 김줬빼 의심했률 김줬는 회연냐 언케 자신을 버뺇탈, ” . 

뻆빻률는 불안한 뺌축에 결단 랫 산칵 신청을 했률 덜 뒤 합쌓탄이 온겨 오빻쪽 률뺄2014 . 

빼 절단했률 당잦에 산칵 처뺄 안 하고 공상 처뺄했으석 이렇게 절단했는데 어디 냐왈 이. “

뺏은 돈을 산칵 처뺄했으니까 이쁜큼 탈원받증탈 아니석 률 넣인이 쏟릅해짚 해요, .”⋯

최칵호 남 줬는 랫 건왜현칭에왈 산홀 아래비 떨어켜 뻇과 척추빼 심하게 률쳤률 현(74· ) 2012 . 

칭웅칭은 산칵 신청하석 회연냐 뺗한률 고 읍웅했률 덜래왈 공상으비 처뺄했는데 치빙비와“ ” . 

온활비빼 넣월간 주고 잠적해버렸률 최줬는 산칵 신청 방승멈 케린비 뻆빹는데 누구빼 상6 . 

린비 싸청짚 하는탈 뻊보 난감했률 심플 인터뷰빼 한 뻃 중 뻃은 이런 재으비 회연냐. 20 7

산칵 신청을 방해했률.

비컸규직에게 산칵 신청은 일자뺄빼 녹어짚 하는 뻢케냐 될 을멈 있률 전은미 여 줬는. (46· )

탈방자치단체에왈 업뻟빼 초탁받은 민간업체에 웅워돼 방범탈역 감잦카뺴보 빼 뻆니(CCTV)

터뺋하는 업뻟빼 하던 랫 청연 계단에왈 굴불 오빻쪽 발뻇 인린냐 파열면률 현칭웅칭2017 , . 

은 쌓원에 찾아와 산칵 신청하석 칵계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보고 협숫했률.

공상으비 보상해주탈 않으석왈 산칵 신청에 비협조하는 눈우멈 있쩔률 이우재 남 줬는. (34· )

회연 공재 체육린회 때 아킬레잖건을 률쳤률 회연는 덜날 행연냐 넓케성을 볍탈 않은 직원. 

문의 자발적 뻆임이쩔률고 근비복탈공단에 보고했고 결단 산칵 불장인이 면률 김을엽, . (45·

남 줬는 산칵 탄거빼 을태하불 회연에 문어냐짚 했는데 회연냐 연업칭 출입을 뺍아 문어냐) , 

탈멈 뻎했률 직원문이 함께한 연회관계뺗왈비잖 뻆임에왈멈 휴퇴당하고 권고연직 요.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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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빼 받증률.

럭동자냐 산칵 신청을 하뷰석 연업칭과 관련해 여불 컸보냐 필요하률 허유녹 남 줬 회연. (53· )

는 주웅빼 안 즈뷰줬고 숫상규 남 줬 회연는 연업자등록번호빼 안 즈뷰줬률, (46· ) .

쁜 산칵 신청하겠률35% “ ”

냐벤이나 뻌을 률쳐 힘묵데 산칵 신청 과컸에왈 회연와 률투률보석 린쏟분 뺌축의 상처빼

입는률 전은미줬는 같은 계짜직 동빙문이 칵계짜이 안 될까봐 뻇격자 진술왈빼 제주탈 않증. 

률 전줬는 이렇게 뺑했률 덜 배신감은 겪어보탈 않으석 뻊보요 컸뺑 죽고 싶어요 너뻟. . “ . . 

척쩔어요 동빙문한테 받은 배신감이 맏 향요 결단 동빙냐 아닌 같은 공간에왈 일하던 률. .” , 

빻 회연 웅워 직원에게 뻇격자 진술왈빼 받아 산칵빼 신청했률.

단민건넓보험이 용역 발주해 왈척린 산학협력단이 을행한 산칵은폐비 인한 건넓보험 칵컸누“

을 방탈 방안 연구 보고왈에는 업종과 연업칭 규뻆 등을 안배해 럭동자 뻃에게”(2018) 1090

왜뻢조연한 결과냐 릅겼률 뻃 중 산칵냐 발온하석 뻟조건 산칵비 요양 신청을 할 거보. 1090

는 럭동자는 에 불과했률 나색탈 는 공상으비 처뺄하거나 건넓보험으비 넣별 처뺄35% . 65%

할 것이보고 답했률 산칵빼 산칵보험으비 처뺄하겠률는 응답이 커조한 이유빼 즈기 초해. 13

냐탈 탓뻢을 던졌률 각각 점 척멈비 답을 받증는데 삭우 덜렇률 와 덜렇률 비율의 합이. 5 “ ” “ ” 

냐칭 레게 나타난 탓뻢 목 냐탈는 이것이쩔률 회연 술 원 하청업체비쏟터 불이익을 받탈. “ /

않으뷰고 산업칵해 건을 탄냐비 인해 회연냐 불이익 받을까봐”(74.5%), “ ”(63%).

즉 내냐 산칵 신청을 했을 때 회연냐 외쏟비쏟터 불이익을 받게 되고 덜 여파비 결단 내냐, , 

회연비쏟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산칵 신청은 안 할 거보는 답이쩔률 덜 뒤빼 산칵 신청. “

절티냐 복침해왈 산칵 신청해멈 장인이 되탈 않거나 않을 것 같아왈 산칵”(62%), “ ”(61.8%), “

처뺄자에 린한 쏟컸적 조직뻢화 때뻢에 등이 레은 비율을 티탈했률”(60.7%) .

폐업한 회연 왈빱 멈칭 받아오보고 하기멈⋯

회연냐 방해하탈 않아멈 냐벤이나 산칵 신청은 어렵고 복침하률 럭동자냐 직접 근비복탈공. 

단에 요양 술 휴업급여빼 신청해짚 하는데 온전 한 번멈 문어보탈 뻎한 전뻢 용어냐 난뻟한

률 친절하게 왜뻃해주는 연볼멈 없률 럭뻟연 쌀호연빼 왔임할 여유냐 있거나 회연 럭동조합. . · ·

의 멈움을 받는 럭동자는 드속률 산칵전뻢쌓원에 입원해 쌓원 쪽 멈움을 받거나 냐코이나. 

탈인이 적극적으비 멈와주는 눈우 과거 신청 눈험이 있어 학습된 눈우는 덜나뺌 낫률 혼자, . 

왈 산칵빼 처축 신청하뷰는 럭동자는 뺍뺍함이 진왔률.

성탈은 여 줬는 배관 넣 보을 업체에왈 일하던 랫 뻟거처 뺇왔을 옮기률 허뺄 디잖(42· ) · 2018 , 

크냐 온겨 을술받증률 전 럭뻟연 비용을 낼 쁜한 처탈의 연볼이 아니보왈 꿈멈 뻎 꿔요. “ , . 

신청왈는 뻭냐 뻮 웅뺄인탈 너뻟 뻆빹겠고 잖트레잖빼 받는 거예요 한응 이게 멈린체 뻮. ( ) 

웅뺄짚 나멈 뻆빹는 뺑을 넘률냐 겨우 어받게묵 썼어요? .”

성줬는 률행히 산칵 장인을 받증으나 휴업급여 종결일까탈 허뺄냐 완전히 낫탈 않증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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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우 칵요양 신청을 해짚 하는데 덜 과컸이 너뻟 어뷰청 즈아보률 결단 포기했률 휴업급, . “

여 종결일에멈 허뺄냐 뺏이 아팠어요 신눈이 확실히 원상면린요 근데 나는 어받게 해짚 하. . 

나 싶은 거예요 방승멈 뻆빹고 누구한테 속어봐짚 할탈멈 뻆빹겠고 컸뺑 미치겠는 거예요. , .”

근비복탈공단은 칵해 눈초냐 뻃확하탈 않은 럭동자냐 산칵 신청을 하석 연실인탈 놀탄하기

초해 여불 냐탈 뻢왈빼 케출하멈록 한률 덜런데 럭동자냐 현실적으비 구하기 힘묵 자빙빼. 

요구할 때멈 있률 이성호 남 줬는 브보처관을 쁜드는 전자회연에왈 랫간 일했률. (59· ) TV 22 . 

뺌잖크멈 없이 각종 화학속탓을 률빟률 천재에 녹렸률 랫 회연냐 갑층잖럽게 폐업한. 2015

뒤 치빙비냐 없어 고온하던 이줬는 넣월 뒤 산칵보험케멈빼 즈고 신청하게 된률 덜런데, 8 . 

공단에왔 신청왈에 연업주 날인 랫 폐탈 을 받아오고 뻇격자 진술왈빼 비빌해 여불 왈(2018 )

빱빼 준비해오보고 했률 이줬는 폐업한 회연에왈 어받게 왈빱빼 받아오냐고 따졌탈쁜 통하. 

탈 않증고 결단 산칵 신청을 포기했률, .

이줬는 랫 비슷한 업종의 률빻 회연에 품직해 일하률 락어켜 찾쪽 골숱을 률쳤률 회연2016 . 

냐 숱린해 산칵 신청은 뻎했률 덜불률 자꾸 상흐냐 심각해탈자 랫 냐까이 탈나 산칵빼 신. 1

청하뷰고 공단에 갔률 공단에왔 연고 전 의뻟기록을 케출하보고 요구했률 이줬는 연고 전. . 

의뻟기록을 어디 냐왈 구해오냐고 따졌탈쁜 통하탈 않증고 이번에멈 포기했률.

고령자는 퇴행성 탓환으비 의심받아

근비복탈공단은 업뻟와 탓쌓의 인과성을 따진률 특히 칵해자 나이냐 뺏으석 해당 업뻟와 뻟. 

관하게 온긴 퇴행성 탓환이 아닌탈 의심한률 퇴행성 탓환으비 판단할 눈우 산칵 보상은 받. 

기 어렵률 컸기 건넓놀진을 받던 직칭인은 연고 전 의뻟기록을 입게 구할 을 있탈쁜 이줬. , 

처럼 건넓놀진을 뻎 받던 럭동자는 연고 전 의뻟기록을 구하는 게 어렵률 이 눈우 산칵 심. 

연에왈 맏 불뺄하게 층용할 을 있률.

산칵 신청 과컸의 어뷰움은 결단 진왈 엽펴본 산칵은폐비 이어진률 해결팔은 산칵 신청의. 

뻢희을 낮추는 것이률. 

면담 내용 요약과 소결4. 

탈금까탈 산칵 럭동자와의 석릅 내용을 토린비 피해럭동자 환자의 관점에왈 한단산칵보상케, /

멈의 뻢케점을 엽펴보증률 우왔 내용을 요짜하석 률축과 같률 덜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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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뺈 심플 석릅을 통해왈 멈출한 현칵 산칵보험 케멈의 뻢케점2 

첫째 산칵보상과 관련하여 어뷰움을 눈험하고 있는 이문은 산칵 발온 이전쏟터 각종 연회눈, 

케적 곤란에 처해 있는 눈우냐 뺏증률 이문은 눈케적 연회적 뻢화적 측석에왈 자원이 씀짜하. 

고 이불한 자원의 열세냐 일잦적인 것이 아니보 온애 전 과컸에 누적되고는 했률 럭동잦칭, . 

에왈 안컸된 고용과 안전한 근비환눈을 보칭해주는 일자뺄에 접근할 을 있는 푹분한 인적

자본을 구표하탈 뻎한 이문은 초험하고 불안컸한 일자뺄빼 덜린비 받아문일 을밖에 없률 한. 

단 연회에 고착된 이중럭동잦칭 구조에왈 초험한 업뻟는 하청업체나 불안컸 럭동자문에게

전냐되뺽 게률냐 이런 기업문일을록 초험 관뺄빼 할 을 있는 역량이 쏟코한 것이 현실이률, . 

덜불률보니 럭동자문은 초험한 층업 환눈에왈 숱복적으비 산칵빼 눈험하고 푹분한 보상이나, 

치빙 요양을 하탈 뻎한 판 층업칭에 복귀하거나 맏 열악한 일자뺄비 밀뷰나고는 했률 산칵, . 

보험 케멈냐 럭동잦칭의 구조적 요인과 온애과컸에 녹친 연회불평등의 누적 뻢케까탈 해결

할 을 있는 을단은 아니탈쁜 산칵보험 케멈에 접근하고 멈움을 절실하게 필요비 하는 연볼, 

문이 이불한 조건에 처해있축을 인재하는 것은 케멈 넣왔에 중요한 출발점이 된률 즉 전뻢. , 

린뺄인을 고용하기 어렵거나 케멈이해의 을준이 레탈 않은 연볼문 칵해빼 입탄하기 어뷰처, 

연볼문 산칵보험 청구비 인해 일자뺄에왈 불이익을 당할 냐룹성이 레은 연볼문 이미 낮은, , 

인적 자본에 덧붙여 산칵 때뻢에 럭동잦칭 복귀냐 맏욱 어뷰청진 연볼문을 편점에 목고 케, 

멈 넣왔 방안을 뺌련해짚 한률는 것이률. 

몰째 산칵냐 발온하고 장인에 이빹기까탈 각 단계뺌률 여불 뻢케점문을 확인할 을 있쩔률, . 

우왔 칵해 발온 직후 긴급 린응 단계에왈 양탓의 의빙왈비잖빼 받탈 뻎하는 뻢케점이 있쩔

률 멈잦 탈역 의빙자원이 풍쏟한 곳에왈는 상린적으비 뻢케냐 덜했탈쁜 중탄 외상에 린한. , 

편기 처치냐 잘뻎되거나 심각하탈 않은 외상에 린해왈 진단과 편기린응이 쏟적절하여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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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상황을 악화잦키는 눈우문이 종종 확인되쩔률 이 단계는 아직 산칵 신청조티 하탈 뻎한. 

잦점이고 따보왈 연측에왈 탈원하탈 않는 이상 의빙비용을 건넓보험이나 넣인이 쏟릅해짚, 

한률 쁜일 을술 같은 중탄 상황에 닥치석 눈케적 쏟릅이 삭우 심각해진률 게률냐 당칭 일. . 

을 할 을 없게 되어 온계에 곤란을 겪게 되고 냐코문이 간쌓까탈 해짚 하는 상황이석 눈케, 

적 어뷰움은 맏욱 냐중된률 나중에 산칵보상을 받는률고 해멈 이 기간의 눈케적 쏟릅을 견. , 

뭐 을 있는 커표이나 여유 자산이 없률석 눈케적 회복은 삭우 어뷰처 것이 현실이률 일쏟. 

연례에왈는 응급의빙비 린불케멈나 긴급 온계비 탈원 같은 률빻 연회보칭 케멈빼 통해 멈움

을 받는 눈우냐 있쩔률 속빈 산칵 청구 이전에보멈 연측에왈 미뺄 비용을 탈급해주거나 잘. 

넘춰진 기업복탈 말분에 이 잦기빼 별 어뷰움 없이 통과하는 이문멈 있을 것이률 덜불나 이. 

런 호의적 조건을 전케비 연회보칭 케멈냐 왜계되어왈는 안 된률 한편 중탄멈냐 상린적으비. 

덜하률 해멈 연측의 압력이나 린체 인력 쏟코 때뻢에 왈몰불 업뻟비 복귀했률냐 탄세냐 악

화되는 눈우냐 있쩔고 불안컸고용 럭동자문의 눈우 쌓냐 냐 인컸되탈 않기 때뻢에 자비비, “ ”

린체인력을 고용하기멈 했률 칵해 덜 자체비 인한 신체적 컸신적 고통에 맏해왈 칵해 편기. , 

의 쏟적절한 보건의빙왈비잖와 눈케적 쏟릅은 환자문의 고통을 냐중잦키고 건넓과 온계의

회복을 어렵게 쁜드는 요웅이률 이 단계는 뺑하자석 환자에게 결컸적 잦기. “ (critical period)”

에 해당하뺽 의빙기관의 왈비잖 탓을 넣왔하는 것까탈는 산칵보험 케멈냐 넣입할 을 없률, 

하맏보멈 이 기간 동안의 한잦적 눈케적 어뷰움을 완화해퀵 을 있는 긴급탈원 왈비잖 는, “ ”

삭우 절실하률. 

산칵빼 청구하는 단계에 접어문어멈 여불 냐탈 칭애속이 있쩔률 특을고용이나 자영업자 같. 

은 산칵보험 적용 케외는 티치하맏보멈 우왔 럭동자 주체 역량의 품짜성이 뻢케률 진왈 탈, . 

적한 것처럼 산칵 초험에 뺏이 럭출된 럭동자일을록 린넣 눈케적 연회적 뻢화적 자본이 품짜

하률 이문은 산칵빼 청구할 을 있률는 연실조티 인탈하탈 뻎하거나 불뺄한 탈초 때뻢에 산. , 

칵 청구에 나왈기 어렵고 또 산칵빼 신청하뷰 해멈 케멈에 린한 이해 을준이 낮거나 주쌀에, 

공재적 비공재적으비 멈움을 받을 자원멈 쏟코하률 이문은 의빙비용 쏟릅이 크거나 심각한. 

후유탄이 우뷰되는 상황이 되어짚 산칵빼 청구했률 의빙기관에왈 왔케적으비 산칵 청구빼. 

권유하거나 안내한 눈우 또 럭동조합이나 연회단체문비쏟터 탈원을 받은 눈우에는 훨 멈움, 

이 되는 것으비 나타났률 산칵 청구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률고 해멈 녹뺈돌이 남아 있률. , . 

우왔 연업주냐 산칵 발온 연실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고 자빙 을태과컸에왈 비협조적 흐멈빼, 

보이는 눈우냐 적탈 않률 연업주문의 이런 흐멈는 넣인 특성이보기보률 넣별요율비 보험빙. 

냐 산컸되는 산칵보험의 특성 때뻢에 보험빙 인상에 린한 우뷰 연실은 해당하탈 않는 눈우(

냐 뺏축에멈 규케 당단의 현칭 점놀 우뷰 덜뺄고 하청업체인 눈우 원청과의 계짜해탈에), , 

린한 우뷰 탓으비 볼 을 있률 속빈 기업의 권초주의적 뻢화나 숱럭동컸왈 때뻢에 산칵 청구. 

에 쏟컸적인 눈우멈 있쩔률 연업주쁜이 뻢케는 아니률 산칵보험 청구 절티 자체냐 복침하. . 

고 근비복탈공단의 숱응성이 낮은 탓에 럭동자문은 어뷰움과 맏불어 뺌축의 상처빼 얻는 눈, 

우냐 적탈 않률 게률냐 영세 연업칭에 근뻟했거나 불안컸고용조건에 처했던 이문은 근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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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산칵 컸황에 린한 근거빼 뺌련하는 것조티 입탈 않률 이렇게 주체 요인과 구조 요인. 

이 쁜나왈 나타나는 쏟컸적 결과는 우왔 산칵 청구 절티의 탈연이나 불장인이률 이렇게 되. 

석 환자문의 눈케적 쏟릅은 한플 심해진률 또한 쌓냐빼 낼 을 없는 처탈 때뻢에 혹은 의빙. , 

비 쏟릅 때뻢에 푹분한 요양을 하탈 뻎하는 미푹코 의빙 상황이 발온하고 이(unmet needs) 

는 칵활을 냐비뺍거나 이후 럭동잦칭 탈초하복을 촉진하는 요웅냐 된률 엄쁜 아니보 산칵. , 

빼 청구했률는 것으비 인해 회연비쏟터 티별을 받거나 보복성 해고빼 당하고 동빙와의 관계, 

냐 악화되는 눈우멈 적탈 않률 원해와 과실 산컸을 몰불싸고 회연와 민연웅송을 벌이는 눈. 

우멈 있탈쁜 장웅하묵 패웅하묵 럭동자 입칭에왈는 칭기간의 승적 분쟁 자체냐 눈케적 원실, 

과 컸신적 잖트레잖의 원천이 된률. 

셋째 률행히 산칵냐 장인된률고 해멈 뻢케냐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률 속빈 산칵냐 인, . 

컸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빼 을급하게 되석 건넓회복과 온계유탈에 안전뺗이 되는 것은

분뻃한 연실이률 덜불나 뺏은 눈우 산칵보상을 받아멈 여전히 눈케적 곤란에 잦르뿐률 요. , . 

양급여에왈 비급여의 섭이 크고 특히 간쌓비 쏟릅이 크기 때뻢이률 합쌓탄이나 심각한 후유. 

탄이 남는 눈우에는 탈워적으비 의빙비 탈출이 필요한데 산칵 종결이나 합쌓탄의 불인컸 때, 

뻢에 쏟릅은 한플 맏 향진률 쁜일 연업칭이 근칵보험에 냐입되어 있률석 비급여 쏟분을 추. 

냐비 보칭받을 을 있탈쁜 덜렇탈 않은 눈우에는 민연웅송을 하거나 본인이 잖잖비 쏟릅해짚, 

한률 또한 휴업급여의 불푹분함멈 뻢케인데 원래 커임금을 받는 럭동자이거나 일용직처럼. , 

고용이 불안컸하고 임금이 불규칙한 이문은 휴업급여 산컸에왈멈 상당한 불이익을 눈험하게

된률 또 률빻 뻢케는 의빙왈비잖의 미푹코이률 산칵 종결조치나 진왈 기술한 의빙비 쏟릅.  . 

으비 인해 치빙냐 푹분히 이빟어탈탈 뻎하는 눈우 혹은 업뻟복귀에 린한 압력이나 쌓냐 쏟, 

코으비 인해 푹분한 요양이 불냐룹한 눈우냐 여기에 해당한률 또한 비용쏟릅이나 잦간쁜이. 

아니보 칵활왈비잖의 탓과 냐용성 접근성멈 심각한 뻢케이률 현칵 직업칵활까탈 고뷰하여, , . 

체계화된 칵활왈비잖빼 받을 을 있는 곳은 근비복탈공단 산하의 쌓원문 이외에 찾기냐 힘묵

것이 현실이률 덜불률보니 환자문은 양탓의 칵활왈비잖빼 받을 을 없거나 웅을의 산칵전뻢. , 

쌓원을 이용하기 초해 임잦비 주거잦왜을 구하거나 칭잦간 이동을 하는 등 어뷰움을 겪게

된률. 

푹분한 기간에 녹쳐 양탓의 의빙왈비잖빼 받탈 뻎하거나 심각한 칭애냐 남는 눈우 원래의, 

일터비 복귀하거나 새비처 일자뺄빼 구하는 것은 삭우 어렵률 이미 인적자본이 불푹분한 상. 

흐에왈 산칵비 인해 칭애까탈 얻게 된 눈우 덜 어뷰움은 배냐된률 근비복탈공단의 구직 훈, . 

련 왈비잖냐 존칵하탈쁜 럭동자문의 요구빼 푹코잦키기에는 삭우 미흡한 상황이률 이렇게/ , . 

칭애나 심각한 후유탄이 남는 눈우 럭동잦칭 복귀는 속빈 일상온활 자체냐 어뷰청탈고 연회, 

관계뺗이 표웅되어 연회적 고뺉으비 이어탈기멈 한률 이는 덜불탈 않아멈 품짜한 컸신건넓. 

을 맏욱 악화잦키고 일쏟는 극단적 절뺗으비 인해 자엽온각이나 잦멈빼 하기멈 한률 뻢케빼. 

맏욱 악화잦키는 것은 기존의 의빙비 쏟릅에 맏해 럭동잦칭 이휴이나 탈초하복으비 인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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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과 눈케적 어뷰움의 악음환이률 산칵보험의 칭해급여나 칭애연금 이외에 기편온활보칭케. 

멈 칭애인온활탈원 왈비잖 등이 률빻 복탈케멈문이 존칵하탈쁜 린쏟분 신청주의에 기숱하, , 

뺽 복침하고 또 케멈 간 연계냐 불푹분하률는 뻢케점이 존칵한률, . 

결론5. 

진왈 왔행 연구문에 린한 놀토 쏟분에왈 럴했던 것처럼 산칵보험은 단내에왈 냐칭 오래된, 

연회보험 케멈비왈 꾸준한 넣왔을 거쳐 차탈쁜 여전히 뺏은 뻢케점을 냐탈고 있률 아뺌멈. 

냐칭 근본적인 뻢케점은 근비자의 업뻟상의 칵해빼 신워하고 공컸하게 보상하뺽 칵해근비“ , 

자의 칵활 술 연회 복귀빼 촉진 이보는 존칵의 뻇적을 푹분히 르성하탈 뻎한 데 있률고 할”

을 있률 특히나 우뺄 연구에왈 확인한 것처럼 이미 연회눈케적으비 품짜한 조건에 처해 있. 

고 초험한 근비환눈에왈 산칵 초험에 상잦 럭출되어 있으뺽 아프고 일을 뻎하게 되쩔을 때, , 

의빙비와 온계비빼 직접 쏟릅하기 어렵거나 연회적 탈탈뺗을 통해 확보하기 어뷰처 이문이

짚뺑비 산칵보험 케멈의 보호냐 냐칭 절실한데 현실은 덜렇탈 않증률, . 

산칵보험 넣혁안은 덜동안 률각멈비 케잦되쩔탈쁜 우뺄 연구는 형평성의 관점에왈 특히 산, , 

칵 럭동자의 관점 에왈 넣왔 방안을 케잦하고자 한률 이(people centered, patient-centered) . 

는 케멈 자체냐 얼뺌나 이빈적 컸합성을 냐탈고 잘 왜계되쩔느냐의 뻢케보률 현실에왈 구체

적으비 어받게 층동하고 있는냐빼 보여준률 때비는 케멈 왜계 자체는 뻢케냐 없는데 럭동자. 

냐 케린비 이해하탈 뻎해왈 잘뻎된 결과냐 편래되는 눈우멈 있률 덜불나 이 또한 실칵. (實

의 일쏟이률 연회보칭 케멈는 린상자의 이런 특성까탈 고뷰할 을 있어짚 한률 애편에) . . 在

케멈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을 있는 역량이 있는 연볼문은 산칵빼 눈험할 냐룹성멈

낮률 뺌찬냐탈비 산칵 장인빴이 레아탈고 급여 규뻆냐 확린되쩔률 는 통계비는 급여냐 탈급. “ ”

되기까탈의 기간 동안 한계 상황의 럭동자문이 겪어짚 했던 눈케적 쏟릅과 컸신적 고통을

눈감해퀵 을 없률. 이런 측석에왈 우뺄 연구는 산칵 럭동자문의 눈험으비쏟터 넣왔이 필요한 

과케문을 케잦하뺽 일쏟는 칭기적이고 보률 근본적인 넣혁을 일쏟는 당칭의 미잦적 쌀화빼, , 

요구비 하는 것문이률 또한 근비복탈공단과 고용럭동쏟냐 해결해짚 할 과케문이 린쏟분이탈. 

쁜 아빽률처칵단과 럭동건넓연린 같은 잦민연회냐 좀 맏 주멈적인 역할을 해짚 하는 것문멈, 

있률 덜뺈 에 표잦된 은 심플 석릅에왈 멈출된 뻢케점에 기편하여 왔행연구 고팀. < 4> , , ①’⑥

전뻢냐 자뻢회의 결과에 따보 종합한 넣입의 탈점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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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뺈 심플 석릅을 통해왈 멈출한 현칵 산칵보험 케멈의 뻢케점과 넣입 탈점3 

첫째 산칵냐 발온하기 전 혹은 산칵 청구 이전 단계에왈 필요한 냐칭 기편적인 린비팔은, , 

산칵보험 케멈에 린한 럭동자와 연업주의 인재을 넣왔하는 것이률 업뻟와 관련한 칵해는 당. 

연히 산칵보험의 적용 린상이 되뺽 산칵보험은 연회보칭 케멈비제 럭동자에게 급여의 권뺄, “ ”

냐 있률는 것이 폭라게 인재되어짚 한률 최웅한 럭동자 잖잖비의 심뺄적 칭벽이나 뻟탈비. 

인해 산칵 청구빼 기피하는 일은 없어짚 한률 또한 고용주의 산칵 은폐 회피 압력이 쏟당한. /

권뺄필해 행초보는 것이 연회적으비 널뺄 공유될 필요냐 있률 산칵 은폐에 린한 처벌 넓화. 

는 상당한 쌀화빼 냐켜올 것으비 기린되탈쁜 럭동현칭에왈 기업주와 럭동자 연이의 권력 불, 

평등 때뻢에 이 또한 완벽하게 층동하기는 어렵률 불승행초의 발각과 처벌에 진왈 현칭 뺑. , 

단까탈의 인재 전환이 필요하률 현칵 근비복탈공단이 산칵쏟컸을급 예방 을 홍보하는데 기. “ ”

척이는 럭력의 아주 일쏟쁜 권뺄캠페인에 투자해멈 어느 컸멈 쌀화빼 냐켜올 을 있을 것이

률 아빽률처 칵단을 포함한 잦민연회의 린중 캠페인멈 럭동조합으비 조직되탈 않은 품짜한. , 

럭동자문의 인재을 넣왔하는데 멈움을 퀵 을 있을 것이률. 

몰째 산칵 발온 직후 단계에는 뻟엇보률멈 응급 긴급 탈원 케멈냐 절실하률 아직 산칵 청, / . 

구빼 하기 전에 직석하는 쌓원비 쏟릅 온계 쏟릅 등을 긴급하게 완푹해퀵 을 있는 프비덜램, 

이 필요하뺽 덜 절티냐 간웅해짚 함은 속빈이률 연회 네트청크와 눈케적 여유냐 푹분한 이, . 

문이보석 산칵냐 장인된 이후 원실을 입게 복구할 을 있겠탈쁜 덜렇탈 뻎한 이문에게는 이, 

결컸적 잦기 냐 온계와 의빙왈비잖에 중린한 갈뺈길이 될 을멈 있률 이것이 냐룹하뷰석 피“ ” . , 

해럭동자 당연자쁜이 아니보 환자빼 진빙하는 의빙기관의 역할이 보률 넓화되어짚 한률 쌓. 

상에 있는 럭동자나 돌봄 쏟릅이 있는 냐코이 근거 자빙빼 확보하여 행컸당단에 탈원을 신

청하는 것 자체냐 입탈 않기 때뻢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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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칵 청구 단계에왈는 절티빼 연용자 친화적으비 넣왔하여 럭동자냐 린뺄인 없이멈 입, 

게 할 을 있멈록 해짚 한률 럭동자 당연자나 냐코이 직접 청구빼 하기 어뷰처 상황에왈 의. 

빙기관이 이빼 린행하거나 품짜럭동자문에게 단왔쌀호인 케멈처럼 린뺄인을 탈원해주는 방, “ ” 

승멈 고뷰할 을 있률 의빙기관이 산칵 청구빼 린행하는 것은 환자 입칭에왈 냐칭 편뺄한 린. 

안이탈쁜 이빼 초해왈는 산칵보험요양기관의 확린 업뻟 관련성에 린한 의연의 뻢진과 상세, , 

한 의뻟기록 층성 청구 프비세잖 확뺉 같은 구체적 보완팔이 함께 뺌련되어짚 한률 뺌찬냐, . 

탈비 공적 린뺄인 즈왔의 눈우에멈 인력의 확보와 연계뺗 확뺉 보을체계 구표 같은 구체적, , 

세쏟절티냐 뺌련되어짚 한률 또한 청구 과컸에 비협조적이거나 은폐빼 잦멈하는 연업주 이. , 

에 공뻆한 의빙기관에 린한 처벌을 넓화하는 것멈 필요하률 산칵는 영세 연업칭에왈 뺏이. 

발온하뺽 기업은 산칵보험빙 인상이나 행컸 케케에 린한 우뷰 이후 원청과의 계짜에왈 녹, , 

뺈돌비 층동할 것을 우뷰하여 산칵 연실을 은폐한률 예방과 보상을 적극적으비 분뺄하고. , 

형평성 관점에왈 넣별실적빙율을 폐탈하고 산칵 예방을 초한 기술탈원을 넓화하는 방안이

함께 뺌련되어짚 한률. 

넷째 산칵 장인 이후에멈 중탄 탓환인 눈우 비급여 특히 간쌓비 쏟릅을 덜어퀵 을 있는 방, , 

안이 필요하률 근칵보험에 냐입하탈 않은 연업칭에 웅워되어 있고 실원의빙비빼 보푹할 을. , 

있는 연보험멈 넘탈 않은 품짜럭동자의 눈우 이 뻢케는 특히 심각하률 산칵보험 급여는 린. 

쏟분 건넓보험 급여 항뻇 을준과 연계되어 있기 때뻢에 이는 연실 건넓보험에왈 간쌓 급여, 

화냐 이빟어진률석 커절비 해결될 을 있는 뻢케이기멈 하률 덜불나 현칵비왈는 이빼 당칭. 

기린하기 어렵고 중린칵해 럭동자문에게 눈케적 곤란을 편래하는 핵심 요웅보는 점에왈 산, 

칵보험의 추냐 급여냐 절실하률 또한 휴업 급여에왈멈 불안컸 고용과 현칵의 산컸체계 때뻢. 

에 불뺄함을 겪고 있는 럭동자문에 린한 산컸 방재 쌀눈이 필요하률. 

률섯째 심각한 칭애나 후유탄으비 인해 탈워적인 치빙와 칵활이 필요하고 맏 이상 럭동잦, , 

칭에왈 근비활동을 할 을 없게 된 이문을 초한 케이잖삭니커 프비덜램을 넓화할 필요냐 있

률 단내 린쏟분의 연회보칭프비덜램문은 신청주의에 기숱하뺽 쏟처뺌률 또 넣별 프비덜램. , 

뺌률 연계냐 잘 안 이빟어진률 당칭 케멈의 통합적 왜계는 어렵률는 점에왈 보건과 복탈왈. , 

비잖의 복침한 체계빼 조율할 을 있는 케이잖삭니커는 삭우 실탓적인 멈움이 될 것이률. 

  

여섯째 의빙적 칵활과 직업 칵활 뻆목 현칵비왈는 양과 탓 측석에왈 불푹분하률 근비복탈, . 

공단 산하 쌓원의 칵활왈비잖는 탓적 측석에왈 레은 평냐빼 받고 있탈쁜 숫자냐 뺏탈 않아, 

냐용성과 속뺄적 접근성에왈 품짜하률 일단 공적인 칵활왈비잖 잦왜의 확린냐 필을적이뺽. , 

이와 쌓행하여 안컸적 칵활이 냐룹하멈록 중간태 형흐의 잦왜을 확보하는(assisted house) 

것이 필요하률 이는 산칵 피해 럭동자문의 주거와 교통비 쏟릅을 덜고 이동의 편이성 주거. , , 

에왈의 안컸성과 편이성을 탄진하는 데 멈움이 될 것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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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칵보험이 특별히 품짜한 럭동자문을 티별적으비 린우하멈록 왜계된 것은 분뻃히 아니률. 

덜불나 초험의 외주화 빼 냐룹하게 하는 한단의 불평등한 럭동잦칭 구조 연회적으비 기원한“ ” , 

불안컸 럭동자문의 낮은 건넓 역량 은 산칵보험의 적용과 이용에왈 불평“ (health capability)”

등을 쁜문어내고 있률 이불한 근본적인 연회적 결컸요인을 교컸하탈 않는 이상 산칵의 발. , 

온과 산칵보험 보호에왈의 불평등 뻢케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뷰척 것이률 덜럼에멈 산칵. 

보험이 층동하는 한단연회의 구조적 뺜복과 주체 요인에왈 심각한 불평등이 존칵한률는 연

실을 인탈하고 형평성 렌킬빼 통해 케멈 넣혁을 추구하는 것은 형평성을 탄진잦키는 데 상, 

당한 기여빼 할 을 있을 것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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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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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 필수노동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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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19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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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제 코로나와 보건의료노동자[ ] 

현재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

인력부코과 교육훈련의 부재1. 

인력부코1) 

랫 기준 우뺄나보 인구 뻃당 의빙기관에왈 근뻟하는 활동간호연 을는 뻃이뺽2018 1000 3.78 , 

평던 뻃에 절숱멈 뻎 미치는 현황임 혜비나 상황이 아니맏보멈 우뺄나보의 간OECD 8.9 . 19 

호인력은 너뻟나멈 쏟코한 상황이쩔고 간호연문을 갈아넣고 버텨나냐는 실컸이쩔축 간호연. 

혼자 감당하기 어뷰처 쁜큼의 환자을빼 뺙고 있고 탈방중웅쌓원의 눈우에는 한뻃의 간호연

냐 뻃을 기본으비 보고 요양쌓원은 뻃까탈멈 릅당하고 있는 실컸임20~30 , 60 .

혜비나 연흐비 인해 간호인력 상황은 맏욱 악화되쩔축 각 쌓동에왈 임잦비 인력을 티출해19 . 

나갔축 감염쌓동의 간호인력기준이 없률보니 쌓원뺌률 인력처용계획이 나오탈 않고 환자냐. 

뺏아탈석 여기커기왈 끌어률 쓰고 환자냐 퀵석 일숱쌓동에 보내버뺄는 재이쩔고 간호연문은

당칭의 잖케쥴표멈 즈 을 없이 일하게 명 일숱쌓동에왈 일하률냐멈 률축날 혜비나 쌓동에. 19 

왈 일하고 덜 률축날은 률잦 일숱쌓동에왈 일하는 재의 일이 계워 온겨났축.

혜비나 쌓동에왈 일하는 것은 덜 자체비 럭동넓멈냐 배 레아탈는 일임 칭갑을 겹19 2~3 . 2~3

끼고 공기멈 잘 통하탈않는 보호복을 입고 탈원인력없이 간호연문이 뻆묵 업뻟빼 률해짚하, , 

는 상황은 럭동자문을 응뺍히게 쁜묻. 

환자 케어 안 하는 동안에멈 덜 옷 입고 잦간 린기하는데 목통이랑 땀나는 건 일멈 아량“ 2 ... 

요 목통이 너뻟 심해왈 타이레럼 샌고 일했어요 잦간 레벨디 입고 나오석 잦간 휴게잦간. . 2 2

쏟여된률고 했탈쁜 뺑비쁜 있는 기준이쩔고 실탓적으비 이빧진 적 없어요 환자냐 언케 초급. 

한 상황 발온할탈 뻆빹니...”

이전과 률빹게 비닐 뒤태어쓰고 뺌잖크 쓰고 후드 쓰고 이중였중의 뻟게빼 버티석왈 해짚“ , , 

했으니 덜게 케일 힘문쩔어요 글불브 목 겹 끼석 연실 원냐복 움직이는 거 자체냐 힘문어. 

원뻇에 뻟뺄냐 뺏이 냐 아팠거묵요 육체적으비 내 뻌이 아프고 뻟뺄냐 냐는 상황에왈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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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해짚하는 상황이 힘문쩔어요.” 

이송쏟터 연뺗자 처뺄 등 커희냐 률 했어요 연뺗자 처뺄냐 냐칭 뺌탈뺍에 탈원되쩔어요“ . . 

덜런데 커희냐 연뺗자 처뺄빼 어받게 해짚 하는탈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묵요 덜래왈, .. 

뺗자에 린한 예의나 연체 품급 방재 뻭 이런 것멈 뻆빻 판 덜띠 했어요 이 과컸에왈 간호. 

연문의 심뺄적 트보우뺌냐 컸죠 칭례요원문은 엘뺄베이터 안에 왈 있기쁜 했어요 커희냐. . 

률 처뺄빼 해왈 엘뺄베이터 타왈 칭례재칭 전실까탈 뻆잦고 갔죠”

혜비나 쌓동으비 간호연문이 티출되석왈 일숱쌓동 응급실 등의 럭동넓멈멈 올보갔축 기19 , . 

존 쌓동에왈 인력을 티출하는 것멈 한계냐 있기 때뻢에 쌓상 처영 자체빼 표웅해짚했탈쁜

이는 쌓원 을익과 직결되기 때뻢에 거의 받아문여탈탈 않증축 일숱쌓동에 근뻟하는 간호연. 

문멈 평웅보률 배의 환자빼 릅당하뺽 혜비나 잦기빼 견뎌내고 있축1.5 19 .

혜비나 쌓동의 간호인력기준을 뺌련하여 덜에 따빻 간호인력을 미뺄 린비해짚한률고 요구19 

하고 있탈쁜 컸쏟는 근본적 린안은 뺌련하탈않고 당신을은 영웅이보고쁜 뺑하고 있축.

교육훈련의 부재2) 

간호연문이 쏟코하률보니 신규간호연문을 배치하기 잦층함 어떤 쌓원에왈는 혜비나 전릅. 19 

쌓동에 전체 간호연 뻃 중 신규간호연냐 뻃을 티탈하기멈 하였축 교육기간 또한 보칭40 14 . 

되탈 뻎하였축. 

커희 쌓원은 원래 주 교육이거묵요 덜런데 케일 터게 교육받은 왔온님문은 교육 간호연랑“ 8 . 

전산 과컸을 뺌친 주 컸멈 교육쁜 하고 커희 쌓동으비 와왈 원래 처축 뻇표는 주 트레이2 , 1

륙하고 독뺉을 잦킨률였는데 뺑이 안 되니까 너뻟 힘문어왈 우겨왈 받아 뜩 게 주 교육이, 2

쩔고 중부 평웅보률 덜 받은 거고 덜뺄고 이게 커희냐 같이 냐왈 환자빼 어받게 하는탈...( )... , 

왜뻃해퀵 을멈 있고 덜런 쏟분이 연실 엄청 케한적이칙아요 문어냐는 것멈 최웅화해짚 하고. 

커희멈 보호구빼 입고 나멈 둔한데 신규간호연빼 냐빹치는 게 왈비 너뻟 힘묵 상황이쩔죠.”

처축 일을 잦층하는 간호연냐 교육멈 케린비 받탈 뻎한판 신종감염쌓환자빼 릅당해짚하는

상황에 놓여졌고 응급상황을 혼자 버텨내짚하는 일멈 벌어탕. 

보호구 연용에 린한 교육 또한 쏟칵하였축 격뺄쌓동에 투입되는 간호연문은 형재적으비보멈. 

감염관뺄실의 교육 보호칭비 착휴의 방승 등 을 받을 을 있쩔탈쁜 린쏟분의 럭동자문은 동영( )

상을 보고 즈아왈 따보하는 을준이쩔축 이송원 등 탈원인력문에 린한 교육은 맏욱 쏟코하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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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비나 환자 있는 쌓동 입구에 보석 방호복 입는 음왈 시는 음왈 보고 근뻟자문이 냐왈 확“ , 

인하고 했어요 덜건 왜뻃에 뻢케냐 있는 것 같아왈 네이버나 구글 놀색해왈 따비 프뿐트. [ ] 

해왈 케냐 공탈했어요 감염관뺄실에왔 아뻟 교육멈 없쩔습니률 커조티멈 입는 음왈냐 헷. ( ?) . 

갈뺄기멈 하고 실을한 적멈 있쩔죠 덜래왈 률빻 동빙문멈 뺌찬냐탈비 실을한 동빙멈 뺏고. , 

음왈멈 뻆빹고 교육 안 해봤어왈 불쁜이 뺏증어요.” 

교육훈련의 쏟칵는 쌓원럭동자문쁜의 뻢케는 아님 잦뺉요양원문을 실흐조연한 결과 잦왜에. 

확진자냐 발온하석 뻟엇쏟터 해짚하는탈 아뻟런 삭뉴얼이 뺌련되어있탈 않고 직원문에 린한, 

교육훈련이 여전히멈 진행되고있탈 않증축 린유행이 잦층된탈 랫멈 락게 탈난 탈금까탈 종. 1

연자문에 린한 교육 방호복은 어받게 입는탈 확진자냐 발온하였을 잦 동왔은 어받게 하여짚( , 

하는탈 등 이 이빟어탈탈 않증률는 것은 비상재적인 일임) .

보호구 부코과 차별지급2. 

보호구 차별지급1) 

뺴빹잖 때와 똑같이 이번 혜비나 연흐에왈멈 간쌓럭동자문은 뺌잖크 하나조티 쌓원으비쏟19 

터 탈급받탈 뻎하였축 잦왜요양보호연문 칵냐요양보호연 칭애인활동탈원연문멈 뺌찬냐탈. , , 

임 잖잖비 뺌잖크빼 구해 착용해짚했탈쁜 돌봄럭동자문은 덜뺌커멈 여의치 않증축 보호자. . 

케한 석회 케한 등의 조치비 인해 한음간의 턱멈 내기 어뷰처 상황에 놓여 률빻 연볼문처럼, 

퀵을 왈왈 뺌잖크빼 엽 을 있는 여건이 되탈 않증기 때뻢임 이런 상황이률보니 환자보호자. 

냐 간쌓럭동자의 뺌잖크까탈 구해률주는 탈눈이쩔축.

이후 럭동쏟냐 산칵예방기금을 활용하여 특을고용럭동자빼 포함한 품짜계플에 린한 뺌잖크

탈급을 의결하고 진행하였으나 간쌓럭동자는 산칵적용을 받는 럭동자 냐 아니보는 이유비“ ”

또률잦 케외되쩔쩔축.

컸쏟탈필멈 간쌓럭동자문에게 보호용품을 동등하게 탈급하보는 내용이 릅겼탈쁜 쌓원에왈는

우뺄냐 찬 쌓원직원멈 아닌 간쌓럭동자문에게까탈 뺌잖크빼 탈급해짚하냐 이게 률 돈이보보, 

는 재으비 숱응하뺽 탈급하탈 않증축. 

보호구 부코2) 

보호구냐 쏟코해탈석왈 쌓원이 케린비 된 보호칭비빼 주는 린신 우비빼 케공하거나 보호구

빼 칵연용하는 연례문이 온겨났축 원래는 회용인 칭비문을 한데뻆아 웅독을해왈 칵연용했. 1

고 럭동자문은 불안 워에왈 일해짚했축 보호구냐 쏟코하률보니 보호칭비빼 아끼기초해 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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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간을 포기하고 화칭실멈 냐탈않고 일탈않고 일했축 화칭실을 냐탈않기 초해 쌓동에 문어. 

냐기 전쏟터 속과 축재멈 샌탈않는 등의 럭력을 해짚했축. 

좌 웅독 후 건조 중인 고글 우 후드 칵연용을 초한 날짜 기입( ) ( ) 

 

어받게묵 쌓원에왈는 적게 주고 원하묵 린비 쓰되 아껴 쓰보고 얘기하니까요 간호연문이“ . 

옷을 뻎 갈아입고 에왈멈 잦간까탈 버티률 나오는데 최린한 할 을 있는 것 률 하고 나ICU 4 . 

오뷰고 하는 거죠 간호연멈 원래 잦간이석 나와짚되는데 방호복이 쏟코하니까 최린. ICU 2 , 

한 잦간을 판청왈 나와요 간호연문은 속멈 뻎 뺌잦고 찬냐석 화칭실 냐석 옷을 한 번 갈4 . , 

아입어짚 하칙아요” 

보호칭구는 커희멈 나중에 이빽 적쩔어요 냐켜냐는 넣을 뺌잖크 하나 냐켜갈 때뺌률 이빽“ . . 

적고 처축에는 축압쌓동 냐는 길에 률 비치되어 있쩔는데 갈을록 응겨렌짚 되는 거예요 일. , . 

일이 찾아왈 적고 받아쓰고 탈금은 뺌잖크 쓰고 일해짚 하는데 하빟에 한 넣밖에 안 줘요. . 

환자 이송하석 뺌잖크 흠뻑 젖칙아요 덜런데 한 넣 냐탈고 제짚 된린요. .”

감정노동과 소외3. 

쌓원 럭동자문은 감컸럭동에멈 잦르뷰짚했축.

택배 때뻢에 너뻟 골치냐 아팠어요 컴플레인이 너뻟 뺏증어요 덜런 연웅한 것까탈 신눈“ . ( ). 

제왈 체계빼 쁜문어줘짚 하는데 일왔 간호연문이 률 컴플레인 받아줘짚 하니까 축재이 뺖, . 

없률는 컴플레인 환자냐 향피 연오보고 간호연에 잦켰는데 감염쌓 관뺄 원칙상 뻎나간률. , ( ) 

했는데 잦비 민원 넣쩔률는 거예요 결단은 잖타벅잖 향피빼 총뻟과에왈 연률줬린요 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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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비 결단 택배빼 받기 잦층한 거죠 원칙적으비 외쏟축재은 문어냐석 안 되는 거칙아요. . 

중부 정정한 눈탄 혜비나 환자냐 뺏이 문어와왈 택배냐 칭난 아니게 뺏이 문어오는 거예( ) , 

요 원래는 기커귀나 좀 올까 했는데 처축에는 아필뺌률 배르 오는 짚판과일까탈 새벽배송. . . 

으비 차는데 뺌헷컬뺄 덜런 것까탈는 좀 잦키탈 뺑아르보고 쏟탁하고 넣인 됩보 숨에왈. , . . 

률 놀을해왈 바구니에 률 릅아왈 재연 올보갈 때 플까탈 냐켜률주는 평웅에는 상상할 을7 . 

없는 새비처 일이 온긴 거죠 중부 원칙을 안 탈키고 간호쏟냐 차률갔률 하석 일왔 간호연. ( ) , 

냐 너뻟 힘문어켜요 환자 보는 것 보률 덜런 컴플레인이 맏 힘문쩔어요. .”

어떤 환자분문은 보석 끓여 르보 과일 도아 르보 였률을 아님 속 안 샌겠률 등등 요구연항“

이 뺏증어요 편숱엔 률 해 드렸죠 보석멈 률 쁜문어 드뺄고 였률을 냐켜률 드뺄고 나중엔. . , . 

환자을 뺏으니까 안전상 뻢케비 해드뺇 을 없률고 뺑했어요.”

환자문의 과멈한 요구 외에멈 환자 보호자문의 잃새없는 연복에 응하는 것멈 간호연문의 섭

이였축 환자보호자문은 당연히멈 석회냐 케한된 상흐에왈 환자에 린한 컸보빼 소기 초해 쌓. 

원에 전화할 을 밖에 없축 환자의 상흐는 어떠한탈 놀연결과는 나차는탈 필요한 것은 없는. , , 

탈 등 탓뻢이 조아탓 을밖에 없는데 뻢케는 이불한 업뻟 또한 추냐인력없이 전쏟 간호연문

에게 떠락겼률는 것임. 

정보미제공4. 

잦왜과 쌓원은 럭동자문에게 혜비나 환자문에 린한 컸보빼 케공해주탈 않증축 쌓원에 확19 . 

진자냐 률램갔률맏보 내냐 률램온 태의 어빹신이 확진판컸을 받증률맏보 보는 웅재을 즈축, 

즈축 전해문어짚 했축. 

컸보멈 안 줘요 린구에왈는 이용자 분이 확진자냐 률램간 칭웅에 갔고 덜런데 덜 이용자“ . 

분에 린해 활동탈원연 여불 분이 투입되는데 활동탈원연는 덜것에 린한 컸보냐 안 주어켜

요.”

칭애인활동탈원연- -

내쏟 동왔이 컸확히 공넣되고 놀연빼 받아짚하는탈에 린한 판단을 본인이 빠빹게 할 을 있

멈록 해짚 혹잦 뻆빼 원내감염을 뺍을 을 있는데 일쏟 쌓원문은 이빼 공넣하탈 않아 럭동자

문이 불안에 떨어짚했축 또한 의연문에게는 뺫커 공탈하고 덜 외 쌓원 럭동자문에게는 공탈. 

하탈 않는 등 컸보케공에멈 티별에 있쩔축.

럭동조합에왈 산안초빼 넣최해 혜비나 상황 워에왈 럭동자문의 안전을 어받게 릅보할 것19 

인탈에 린한 조치문을 럭동조합과 함께 럴의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혜비나 빼 핑계비 거쏟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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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쌓원문멈 있쩔축 럭동자문과의 웅통이 케린비 되탈 않는 것은 덜린비 현칭에 드불날 을. 

밖에 없쩔축 럭동자문은 컸확한 컸보빼 케공받탈 뻎하고 자신문이 뻟엇을 준비해짚하는탈. , 

어받게 행동해짚하는탈 즈탈 뻎한판 뻟방비상흐비 놓여있쩔축.

고용불안과 소무상실5. 

혜비나 비 인해 쌓원문이 을익이 퀵자 럭동자문을 퀵이기초한 조치문멈 진행하였축19 .

커는 월 칵 계짜인데 진층쏟터 할 됩냐 안 할 됩냐 연복이 계워 차어요 늘 하던 거 이“ 6 ( ) , . , 

녹 뻯 소나 싶쩔는데 탈금 을익멈 안 나고 하니까 인건비 퀵이기 초해 덜쁜몰 연볼 빨뺄, , , 

덜쁜목보는 거 기분 안 좋증탈. .”

커희냐 계짜 할 때 랫 하칙아요 통상 랫 하고 넣월을 연칭했거묵요 이거 혜비나“ 2 . 1 10 . ( 19) 

터탈고 추냐 연칭을 넣월비 률 끊어버렸어요 이 뺑인즉잘 쌓원멈 불안하률는 거에요 평웅6 . . 

같으석 넣월 연칭하거나 컸규직 을음을 밟는 건데 쌓원에왈 덜 기간을 넣월비 퀵였률는10 , 6

건 쌓원멈 불안하고 럭동자문이 느끼는 덜 쏟분멈 어뺌어뺌하률는 거에요.”

애삭했던 게 영양실 평던 나이냐 세인데 레벨 입고 환자 재연빼 감당하고 하는데 목뷰“ 55 D 

움이 뺏으울어요 재기빼 쓰석 뻢케니까 덜불니 멈잦복으비 린체하고 일잦게 하자고 한 건. . 

데 뺌필 계짜 쁜빙 기간이 되어왈 연칭을 하탈 뺑자고 쌓원이 덜런 건데 덜게 혜비나냐 평, , 

온 갈 거 아닌데 잠독 업뻟냐 중단된률고 해고하는 게 뺘탈 않률 해왈 렌둬짚 하탈 않냐고

뻢케케기 해왈 률잦 계잦게 되쩔어요.”

실케 린구동산쌓원의 영양실 럭동자문은 계짜쁜빙통보까탈 받기멈 하였축 럭동조합에왈 뻢. 

케케기하고 린응하석왈 계짜쁜빙통보냐 철회명. 

칭애인활동탈원연나 칵냐요양보호연문의 눈우에는 맏욱 심각하였축 이문의 고용구조상 이용. 

자문이 오탈뺑보고 얘기하석 덜린비 실직상흐냐 되는 것이기 때뻢에 혜비나 편숱 뺏은 방19 

뻢돌봄럭동자문이 일자뺄빼 잃고 온계초협에 잦르뷰짚했축. 

이문은 컸쏟의 온계탈원린팔에왈멈 연각탈린에 놓였축 칭애인활동탈원연의 눈우에는 고용보. 

험에 냐입되어있고 린쏟분의 기관이 고용규뻆냐 인 이상이어왈 린상에 워하탈 뻎하였축100 . 

컸쏟냐 탈원기준을 현실과 뺘탈않게 왜컸해왈 벌어졌던 일임.

고용럭동쏟에왈 넓력하게 했던 게 인 미쁜 연업칭에쁜 탈원 해보 였죠 근데 커희는 린“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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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분이 일단 활동탈원기관 처영을 초해왈는 어느 컸멈 규뻆냐 되어짚 하거묵요 거의 린쏟분. 

인이 락습니률 기본적으비 인 이상이보고 보잦석 몇니률 린쏟분이 인 이상이고100 . 100 . 100

눈우에 따보왈 인 이상멈 있고요 인 미쁜 연업칭이고 덜뺄고 고용보험 미냐입자 린300 . 100

상으비 하는데 커희는 린보험이 문어켜 있거묵요 연실 고용럭동쏟에왈는 할 뺑은 있죠 연4 . . 

실 케멈적으비는 따탈고 보석 커희는 탈금 휴업상흐칙아요 이용자냐 갑자기 왈비잖 중단을. 

요구하석 커희는 럭동자문은 일을 하뷰는 자세냐 률 되어 있탈쁜 갑자기 뻭본까 연업주냐, , 

을요빼 확보하탈 뻎해왈 업뻟빼 잦키탈 뻎하는 럭동청에 냐석 휴업급여빼 받을 을멈 있어. 

요 승빴적으비 뺘죠 덜런데 린쏟분은 안 하세요. ? .”

칭애인활동탈원연- -

백신접종 및 백신휴가6. 

현칵 컸쏟의 백신접종 기준은 계워해왈 연각탈린빼 쁜문어내고 있축 쌓원에왈 환자와 밀착. 

하여 일함에멈 불구하고 컸규직이 아니보는 이유비 보건의빙인이 아니보는 이유비 외주하, , 

청이보는 이유비 케외된 간쌓럭동자 청웅럭동자 보안 럭동자 등이 있축 또한 직접 태을 방, , . 

뻢하여 어빹신과 칭애인을 돌보는 칵냐요양보호연 칭애인활동탈원연멈 케외되쩔축, .

컸쏟는 간쌓럭동자 칵냐요양보호연 칭애인활동탈원연 등 돌봄럭동자빼 칵난잦기에멈 럭동, , 

을 중단할 을 없는 필을럭동자비 구분하석왈멈 이문이 안전하게 일할 을 있멈록 하는 조치

문에왔 배케잦키고 있축 쌓실 등 쌓원 구석구석을 청웅하는 청웅럭동자 쌓원 출입뻢을 탈. , 

키고 뻢진표 층성을 돕는 보안 럭동자 등멈 혜비나 비 인해 추냐된 업뻟 심화된 럭동넓멈19 , 

빼 방역을 초해 견뎌내고 있탈쁜 안전조치에왈는 케외명 컸쏟냐 쁜문어뜩 이불한 연각탈린. 

문이 방역의 구뺱을 쁜문고 있는 것임. 

또한 쌓원과 요양잦왜에왈 백신접종이 잦층되석왈 백신 접종을 받은 럭동자문에게 발열 오, 

한 뻌엽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있축 해당 숱응을 겪는 럭동자문은 혹잦나 혜비나 에 녹뿐, , . 19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함과 고통으비 이중고빼 겪고 있고 타이레럼에 의탈한판 근뻟하고 있

는 실컸임. 

해당 탄상문은 혜비나 감염탄상과 구분되탈 않기 때뻢에 맏욱 철커한 관뺄냐 필요함 혜비19 . 

나 감염임에멈 백신 접종에 따빻 탄상이보고쁜 판단하여 계워 근뻟하게 하였을 때 태단감19 

염의 초험이 발온할 을 있기 때뻢임 컸쏟티원의 백신휴냐냐 필요한 이유임. .

백신접종의 기한을 너뻟 터게 목어 아파왈 일고 싶어멈 인력쏟코 등의 상황으비 인해 일탈

뻎하거나 일할 을 없게 되어 당일 근뻟에 인력공백이 온기는 상황문이 일어나고 있축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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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길게 목고 음티적으비 접종을 하여 인력린비빼 하여짚하탈쁜 전혀 현칭을 고뷰하탈

않은 계획으비 공백을 쁜문고 있는 것임. 

현칭에왈는 럭동자문의 쌓냐요청 등이 거쏟당하기멈 하고 인력쏟코으비 인해 아파멈 참으뺽

일하고 있축 요양잦왜은 맏욱 심각한데 발열이 나왈 근뻟조컸이 필요한 눈우 탈필이 없어. 

요양잦왜에왈 조컸하는 것이 아니보 근뻟자끼뺄 자체적으비 해결하는 상황임. 

백신접종 받고 밤쏟터 고열 나고 근육통 때뻢에 멈커히 쌓원에 출근할 을 없어왈 쌓냐요청“

을 했맏니 쏟왈칭이 덜럼 하빟 일보 이렇게 답쌀을 받아왈 일쩔는데 률축 날 출근했맏니 쌓, 

냐냐 숱뷰냐 면어요 연티빼 연용하보고 탈잦한 거죠 이유는 분뻃히 덜 쌓원멈 단체협짜상. . 

일까탈 진단왈 없이 쌓냐냐 냐룹한 조항이 있쩔축에멈 컸쏟냐 어떤 린처빼 내놓는탈 탈혀2

봐짚 한률고 쌓냐빼 숱뷰한 거고요.

또 률빻 눈우에는 짚간 근뻟빼 해짚 되는데 너뻟 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해왈 쌓냐 요청을

했맏니 즈겠률 덜렇게 하맏니 바비 또 쌓냐빼 퀵 을 없으니까 숱뷰하겠률고 얘기하고 와왈

럭동조합이 넓력하게 항의했맏니 덜케왈짚 쌓냐빼 인컸 받아왈 업뻟빼 안 할 을 있쩔고요.

또 어떤 쌓원은 린체 인력멈 없고 이런 상흐에왈 근뻟하률냐 고열 나고 오한이 너뻟 심해왈

결단 근뻟하률냐 척석왈 태에 냐는 눈우멈 있고 어떤 쌓원은 혈압멈 올보냐고 혜피냐 나왈

필린에 누청왈 상흐까탈 관팀한 직원이 있쩔는데 린체자냐 없률는 이유비 률축 날 바비 출

근하는 눈우냐 있쩔습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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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제 코로나와 요양보호사[ ]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

혜비나비 태단감염이 벌어켜멈 요양보호연는 어빹신을 돌봐짚 합니률 확진자냐 발온한 냐컸. 

의 어빹신멈 돌보불 문어갑니률 언케 녹뷰멈 이상하탈 않을 상황에왈멈 일을 뺮출 을 없습. 

니률.

삭주 혜비나 놀연빼 받으뺽 일하고 있습니률.

하멈 놀연빼 받아왈 혜냐 남아나탈 않을 탈눈입니률.

덜쁜큼 태단감염 우뷰냐 레은 요양잦왜에 린한 감염관뺄빼 태중하고 있축에멈

필을럭동자비왈의 처우는 너뻟 형편없습니률.

필을비 필요한 돌봄인데 전단 곳곳에왈 해고빼 남발하고 있습니률, .

랫 해고된 요양럭동자문쁜멈 뺏습니률 맏군률나 공휴일 적용되석왈 린체근뻟비 넓케2020 . 

적용잦혀 일원이 희없이 쏟코합니률.

덜뺄고 또하나 심각한 뻢케는 해고연유냐 럭동조합 냐입이유냐 린쏟분입니률. 

덜뺄고 전단에왈 벌어탈는 쪼넣기계짜 상황입니률.

첫 넣월 근비계짜왈 층성 추후 넣월짜뺄비 층성 넣월 후 별멈 통보없으석 계워 연칭1) 1 , 3 , 3

하는 것으비 함 전단이 보편적으비 벌어탈는 양상-> 

칵냐방뻢요양센터에왈멈 넣월짜뺄 근비계짜왈비 바꾸는 곳문멈 나오고 있축2) 6 . 

또 률빻 연례는 칵냐방뻢요양보호연문의 혜비나잦기 업뻟중단 해고냐 너뻟멈 뺏습니률- .

이번 칵냐방뻢요양보호연 긴급온계비탈원건으비 전단에 방뻢요양보호연 상릅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혜비나 확산되석왈 일이 중단면률 는 연례냐 너뻟멈 뺏증습니률“ ” . 

칵냐방뻢요양보호연는 어빹신이 오탈뺑보고 하석 덜때쏟터 뻟급이 되고 해고냐 몇니률, . 

랫미쁜 요양왈비잖럭동자 아뻟런 이유없는 칵계짜 거쏟통보2

우뺄는 쓰률냐 내률버뺄는 랫짜뺄 웅뻆품이 아니률“ 1 ”

넣월 을습이보는 이유 럭동조합 냐입이유 아뻟 이유없축으비 짤뺈-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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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미쁜 칵계짜 거쏟는 승적인 팔임이 없축 혜비나비 인한 럭동자 감웅냐 아니여왈 새비- 2 . 

판용하석왈멈 연측의 칵계짜거쏟는 너뻟나 당당하고 당연함

데이케어 요양보호연팀칭으비 직팔주고 뺔린비 직팔 았고 칵계짜 거쏟통보하고 월 계짜- 12

쁜빙일 일전 주거필입 퇴거불응 으비 눈팀왈에 고발 함3 “ , ”

넣월 넣월 쪼넣기 계짜으비 고용불안을 냐중잦킴으비 어빹신 존엄케어에멈 영향을 미필- 3 , 6

랫이상을 일한 요양원에왈 쏟당한 징계해고멈 비일비칵2

요양왈비잖럭동자의 고용안컸은 어빹신 존엄케어의 첫 번째 요건이률“ ”

분간 어빹신으비쏟터 쌍욕의 폭언과 폭행 후 어빹신 진컸하세요 하뺽 팔을 침은 것이- 10 “ ”

럭인학린냐 되어 랫간 일한 잦뺉요양원에왈 징계해고14

요양원 눈영난으비 컸랫에 멈래한 뻃의 요양보호연 해고- 22

럭조냐 왜뺉되기 전까탈는 세까탈멈 근뻟빼 했는데 럭조와 교섭에왈 컸랫을 쁜 세비- 69 60

하석왈 럭조간쏟빼 컸랫으비 퇴연잦킴

칵냐방뻢요양보호연 고용형흐 자체냐 불안

월 기준근뻟잦간 월 잦간 이상 보칭을 케멈화해짚 함“ ( 60 ) ”

혜비나 확산으비 왈비잖중단연례냐 률숱연임 실케 해고나 뺌찬냐탈 상흐냐 명 - , .

을익을 최린한 창출하기 초해 연회보험미냐입 월 잦간미쁜 업뻟배치 퇴직금 미탈급 - ( 60 ), 

넣월내 컸뺄 공휴일 유급적용 피하는 등 근비기준승조티 탈혀탈탈않축(11 ), 

인력푹원없는 휴뻟넓요비 혹연럭동에 골쌓드는 요양왈비잖럭동자

올해쏟터 인이상 연업칭에 적용되는 승컸공휴일 유급휴일 은 승 품탈린비 럭동자 휴재- 30 “ ”

권이 보칭되기는향녕 전보률 맏 안좋은 근비조건으비 럭동자는 골쌓문고 어빹신의 안전은

초험해탈는 황당한 상황이 발온하고 있축

짚간에는 뻃당 뻃이보는 인력배치 기준에 희없이 쏟코해 뻃이상의 어빹신을 돌보고- 2.5 1 20

있는데 린체휴뻟 날짜냐 안 나오니 짚간린휴 빼 왔택하보고 넓요하고 있축“ ” . 

존엄케어는 온데간데 없고 어빹신을 초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을 연회복탈칵단 연회적 협- , 

동조합에왈 처영하는 잦왜칭의 이불한 업뻟탈잦는 럭인학린 임 이런 상황이 발온하는 이유“ ” 

는 어빹신돌봄을 공공왈비잖의 영역으비 보탈않고 이윤창출의 을단으비쁜 여기는 것에왈 기

인함

치삭단냐 팔임케 돌봄 단냐팔임케 요양왈비잖럭동자는 필을럭동자비 필을럭동자에 린- “ ” “ ” “

한 보호와 탈원은 필요하률 는 것을 뺑비쁜 하탈뺑고 관뺄감독 철커 실탓적이고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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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팔뺌련이 뻟엇보률멈 잦급함

요양보호연 럭동환눈 현칭실흐* 

요양보호연는 속뷰멈 참아짚 한률 속거나 뺘는 동안 어빹신을 밀어내거나 방어빼 할 눈1) ... , 

우 럭인학린 비 신고당하는 눈우냐 률숱연률 이렇게 률쳐멈 덜린비 치빙는향녕 계워 근뻟해“ ” . 

짚쁜 하는 요양럭동자의 현실이률.

어빹신에게 속뿐 상처 원뻇이 꺾여왈 전치 주4

속뺈 원냐복 골절등. 할후 꼬태힘 등은 흔한 일상처럼 느낌 , 

     

 

요양보호연 럭동현칭 실흐 왜뻢 결과2) 

탈난 월 일쏟터 월 일까탈 전단의 요양보호연 뻃이 구글왜뻢3 8 3 13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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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석왈 률치거나 쌓에 녹뿐 눈험 연후 조치 치빙 등 보칭 받는탈 등 요양보호연문의 럭, , 

동환눈 실흐조연 진행함

일하석왈 육체적 상해 성희빍 폭언등 컸신적 상해빼 입은 눈험에 린한 탓뻢에, ● 

냐 있률고 답함81.3% .

성희빍 추행 등의 눈험 또한 냐 락는데 뻢케는 어빹신이 아닌 보호자에게 피해빼 당43%● 

한 연례멈 상당히 레게 나옴

어빹신이 전염성탓환이 녹렸을 때 요양보호연에게 전염되는 연례는 비일비칵한데 최근, ● 

자체 왜뻢조연결과 응답자의 이상이 근골격계탓환을 냐탈고 있고 심탈어 결핵 옴 독81% , , , 

감 폐렴, , 

혜비나 등 전염성 탓환을 눈험한 비율이 냐까이 티탈할 컸멈비 상당히 레으뺽 이렇듯30% 

요양보호연냐 혜비나 쁜이 아니보 일상에왈멈 을급자빼 통한 전염성 탓환에 상당히 럭출되

어 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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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옴 폐렴 등 칭기치빙냐 요해탈는 탓쌓에 녹렸을 눈우-> , , 

실케 퇴연빼 해짚하는 상황으비 뻊뺄게 된률 쌓냐빼 보칭받탈 뻎함 산칵 인컸이 어뷰움 등. , 

으비 퇴연 결단 해고탈쁜 이후 칭기치빙빼 이어냐짚 함( ) . 

혜비나 이후 럭동넓멈냐 심해탈석왈 쌓원 치빙받으석왈 일하잦는 요양보호연는 이상77%● 

을 티탈할 컸멈비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한 결과임

초와같이 업뻟상 탓환을 얻쩔을때 치빙빼 보칭받는 등 기관에왈 조치빼 품해주쩔는탈 치, ● 

빙빼 보칭받증는탈에 린한 탓뻢에 답은 아래와 같률.

조치빼 받은건 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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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뷰 럭인학린한률고 협숫받거나 신고당한 연례냐 나 되뺽 냐량 즈아왈 치빙하9.2% , 90% 

거나 아파멈 쌓원 뻎냐고 참고 일하고 있축, 

왜뻢으비 이런일멈 당해봤률 연연을 적어르보는 탓뻢에 여넣 냐까이 글이 르렸축“ ” 200 . ● 

일쏟쁜 발췌했축.

혼자왈 뻃이상을 돌봐짚하는 현실에 감당하기 힘묵 기분칭애냐 심한 린상자한연볼에게10

쁜 삭르뷰 있을을 없으뺽 심탈어 얻어 뺘기멈하고 훨웅뺄 탈빹석 심칭이 오덜보탓컸멈비 불

안감에 떨어짚명

여자 어빹신이 짚간에 률빻 방에 문어냐셔왈 덜방의 어빹신에게 나냐보뺽 어빹신의 률뺄

빼 깔고 읹아 계신 것을 동빙와 같이 진컸잦혀 이동하뷰률 어빹신이 뻇을 침고 흔문어 뻇에

할킴 자단과 상처냐 나기에 원을 침고 케탈하률냐 어빹신 팔뻇에 자덜뺌한 뺱이 묵것을 률

축날 동빙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멈 팀칭이 어빹신의 뺱이 묵 쏟분쁜을 거빈하뺽 학린쪽으비

뻊아냐기에 언성을 레이뺽 항의한 적이 있탈쁜 덜 쏟분에 린하여 이렇률할 연과빼 받탈빼

뻎했률.

어빹신 이동하률 인린냐 파열되쩔는데 바비이짚기 안해왈 에 근거냐 남탈않증률뺽. cctv . 

아뻟것멈 해퀵 을 없고 산칵 이짚기했는데 우뺄요양원 이래에 산칵란 없률뺽 뻟잦당함

욕왜은 너뻟멈 당연한 일이고 얻어뺘아 뺱드는건 일멈 아니고 재판 온넘속건문을 태어던

탈는 눈우멈 률숱연인데 너뻟억척 한건 우뺄냐 얻은 상해냐 이케 너뻟 당연한 아뻟일멈 아

닌일비 여겨진률는게 너뻟 비참하률

어빹신한테 당하는 폭행은 치삭어빹신이 이해하고 락겨보하석왈 요양보호연냐 어빹신한

테 과률엄뻟비 잠잦 웅홀하석 럭인확린보 하석왈 요양보호연는 인권이 없률고 표현함

직칭잖트레비 쓰불켜 비 응급실에 감 잦간 기억을 뻎함 입원후 직칭에 복귀119 , 10

했는데 상연문 린놓고 갑탓하고 컸신적 잖트레잖비 탈금 직칭을 관목고 우척탄 짜샌고있축

어빹신이 너뻟 뻣뻣해왈 힘을 쓰탈 않으석 케어빼 할을 없쩔을때 럭인확린보고 오히뷰

협숫했축,

이 락는 남자어빹신을 하빟에 목번씩 필상분뺄잦키석왈 별률빻 멈움없이 우뺄에게9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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뺙김

우뺄의 요구

혜비나 최전왔의 요양보호연의 해고금탈 쪼넣기계짜금탈 고용안컸보칭 탈필화 할것1. 19 , , 

혜비나 최전왔의 요양보호연에게 삭월 쁜원 초험을당을 탈급요구2. 19 10

어빹신안전 럭동자안전 보칭을 초해 공휴일 린체휴일적용에 린해 인력푹원 확인 후 린3. , 

체전환 냐룹하멈록 탈필뺌련 잦잖템상 규케, 

짚간휴게 공짜럭동 근절을 초한 탈필뺌련 술 관뺄감독4. 

칭기요양케멈 근본린팔은 연회왈비잖 공공성 넓화 단공뺉요양원 이상 확푹하보5. : 50% 

요양보호연 럭동조건넣왔 술 탈초향상을 초한 요양보호연 특별승 케컸6 !!!

럭조할 권뺄 보칭 근비석케 활동 보칭7. ! !



- 91 -

현장발제 코로나와 학교돌봄노동자[ ] 

황순화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도 돌봄분과장( )

랫 편등보육전릅연문에게는 힘문고멈 힘묵 한해였습니률2020 .

혜비나 상황에왈 하빟멈 일탈 않고 뺌잖크빼 쓰고 교실을 웅독하뺽 학온문 거뺄목기 간격19

을 유탈잦키고 하빟에멈 번 이상 체온을 측컸했습니률3 .

인이상 뻆이탈 뺑보는 탈필에멈 편등돌봄교실에는 여뻃의 아이문이 삭일 등교 하였습니5 10

률 학원멈 처영하탈 않아왈 어색님 아버님문이 번갈아 잦냐 률되어 헐레벌떡 르뷰오는. 5

일문멈 뺏아졌습니률 외쏟넓연멈 안된률하여 처영잦간 내내 률양한 프비덜램을 계획하고 즐. 

겁게 참여하멈록 럭력하고 고민하였습니률 근뻟잦간은 늘 쏟코하였습니률 덜래멈 틈틈이. . 

주간학습안내 냐컸통신뻢 넓연빙품의와 넓연잦간조율 급간재 품의 컸산 출석쏟 활동일, , ,  , , 

탈 귀냐일탈 안전컸놀표 돌봄교실필요속품 품의문을 초한 행컸업뻟빼 했습니률, , , . 

덜런데 덜렇게 뻠뻠히 열심히 일해온 돌봄전릅연문에게 문뷰온 웅재은 성과금멈 칭찬멈 초

비멈 아닌 탈자체이관이보는 웅재이였습니률.

돌봄전릅연문은 같은 오후돌봄인데멈 잦간 잦간 잦간 근뻟빼 하고 똑같이 잦간 잦간8 , 6 , 4 , 8 6

일을 하여멈 급여냐 률빾니률 자격탄을당멈 없고 태에왈멈 학쏟뻆 전화나 뻢자빼 받는일문. 

멈 뺏습니률 덜래멈 열심히 일하률보석 인컸받을 날이 올 것이보 믿쩔습니률. .

덜런데 올해 돌봄교실은 층랫보률 맏 심각합니률 혜비나비 단표을업을 하석왈 학온문은. 12

잦쏟터 돌봄교실에 오는 상황이 온기게 되쩔습니률 근뻟잦간이 잦쏟터인 잦간 돌봄전릅연. 1 4

문에게 분 휴게잦간에 일을 넓요하는 학교멈 온겨나고 합숱을 넓요하거나 공짜럭동을 넓30

요하는 연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률 내랫쏟터 릅당교연냐 없률는 이유비 잦간 보육전. 6

릅연문에게 릅당업뻟빼 률 락기뷰는 학교멈 뺏습니률 내랫쏟터 업뻟빼 률 해짚하니 탈금쏟. 

터 배우보석왈 편과잦간을 르아주탈 않으뷰 합니률 관뺄자문은 자기네멈 편과 르탈 않고. 

일한률석왈 단잦간 근뻟자문을 힘문게 합니률.

칭애아입숱 뻢케멈 뺌찬 냐탈입니률 돌봄처영계획에 뻃컸원에 최린 뻃까탈 입숱 할 을. 20 22

있고 칭애아 입숱잦 뻃을 퀵여준률고 되어있탈쁜 린기자냐 뺏률는 이유비 칭애아 입숱잦2~3

에멈 뻃을 입숱잦키고 입숱왈빱에 칭애아 표잦냐 되어있탈 않아왈 뻃에 자폐아20 , 21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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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탈 입숱되는 연례냐 온겼습니률 특을학급에왈는 컸원이 률 티왈 받을 을 없률하고 학교. , 

에왈는 봉연자빼 판용해 주겠률고 하탈쁜 신학기에 봉연자멈 빨뺄 판용되탈 않는 어뷰처 상

황문이 발온하고 있습니률 돌봄전릅연문은 특을교육을 전공하탈 않증습니률 덜래왈 어받게. . 

돌보아짚 하는탈 잘 뻆빾니률 신쌀처뺄냐 어뷰처 학온이 남자이석 어받게 해짚 하나요 혹. ? 

여 덜 아이빼 화칭실에 데뷰 간 연이 남은 아이문의 안전은 누냐 팔임탈나요?

돌봄교실에는 린체교연냐 없습니률 아파멈 쌓냐 내기냐 입탈 않습니률 연티는 맏맏욱 내기. . 

냐 어렵습니률 학기중 연티빼 내석 학기중에 연티빼 뜩률석 화빼 내잦는 관뺄자멈 있습니. 

률 덜불석 방학때멈 아이문이 계워 나오는 돌봄교실의 돌봄전릅연문은 쌓냐멈 연티멈 낼 을. 

없나요?

편등돌봄규뻆의 짜 프비빼 티탈하는 학교돌봄이 승적 근거냐 없축에멈 랫 학쏟뻆냐 억70 2017

은 냐칭 잘한 단냐컸팔 초 이뺽 삭랫 프비이상의 레은 학쏟뻆 쁜코멈빼 받고 있는 것은“ 1 ” , 95

돌봄전릅연의 럭력과 헌신이 있쩔기 때뻢입니률. 

편등돌봄전릅연에게 희온과 봉연비 돌봄을 판우뷰하탈 뺑고 전일케잦행으비 현칭의 어뷰움

해결해 주쩔으석 합니률 전일케잦행은 교연문의 업뻟눈감과 맏불어 학쏟뻆문의 돌봄처영잦. 

간 연칭으비 맏욱 안컸적인 돌봄교실처영을 초한 발판이보고 온각몇니률.

탈금 교육쏟는 잘 하고 있는 돌봄교실을 전일케잦행으비 안컸적으비 쁜문기보률 돌봄 외주

화 민영화의 빗칭을 풀쩔습니률 편등돌봄의 공공성을 뻟너뜨뿐 교육쏟는 누구빼 초해 존칵· . 

하는 곳일까요?

탈난 일 랫멈 케 티 연회관계칭관회의에왈 교육쏟는 탈자체 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 19 2021 1 “ -

획 안 학교돌봄터 연업 을 발표했습니률 학교돌봄터 연업은 학교냐 터쁜 케공하고 탈자체냐( )- ” . 

돌봄교실 처영 관뺄에 팔임을 탈멈록 하는 편등돌봄 민간초탁 계획입니률 이웅재은 열심히 · . 

뻠뻠히 일해온 돌봄전릅연문을 참릅하게 쁜문쩔습니률. 

기존에 처영되고 있는 케멈빼 뺫커 문여률보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넣왔할 온각은 하

탈 않고 일단 돌봄은 교육이 아니보고 왔쏟터 덜어버뺄는 교육쏟의 일방적인 외주화 결컸은

진으비 연고 발온 잦 팔임뻢케 고용장계뻢케 관뺄체계 이원화에 따빻 관뺄감독의 뻢케 등, , 

률양한 뻢케점을 냐탈고 있습니률. 

주체 간 협업을 어받게 효율적으비 하고 내쏟 프비덜램이나 급간재의 탓 돌봄종연자 처우, , 

뻢케 술 학교의 고탓적인 공간뻢케에 린한 해승 등 중지쏟처냐 해짚 할 일에 린해왈는 방관

하뺽 중구 연례빼 쁜룹해결팔인 양 린린적으비 홍보쁜 하고 있습니률 뺽칠전에 보니 잦흥에. 

왈는 버잖에멈 광고빼 하잦맏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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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등돌봄이 탈자체비 이관된률석 어뿐이태과 유치원처럼 민간초탁이 되어 처영과컸에왈 이 

익추구냐 우왔잦 될 것입니률 우뺄는 덜 민영화의 결과빼 유치원 비뺄연건으비 이미 눈험하. 

였습니률 교육쏟는 이 같은 과오빼 되풀이 할 것인탈 소고 싶습니률. .

혜비나 는 학교냐 단음히 학습에쁜 단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보 아이문이 맏불어 엽아냐는19

승을 배우는 연회화의 공간이자 아이문에게 최웅한의 안전한 공간으비 돌봄교실이 자뺄침고, 

있축을 온온하게 보여주쩔습니률.

탈금은 교육과 돌봄의 컸의빼 칵컸뺉하고 연회적 합의빼 이끌어내어 공적돌봄의 탓멈 향상 

잦혀왈 돌봄전릅연멈 안컸적이고 쏟뻆님문멈 안심하고 우뺄 아이문멈 행복한 학교온활을 할

을 있는 돌봄교실을 쁜드는 기회비 였아짚 할 때보고 온각합니률.

 

얼뺌전 린구교육청웅워 편등학교 돌봄전릅연의 연뺗웅재은 참 안타깝고 냐잡아픈 일이였00

습니률 덜띠 탈나칠 을냐 없습니률 연인은 아직 컸확하게 밝혀탈탈 않은 상흐이탈쁜 넣의. . 2

교실 여뻃의 학온문을 동잦에 팔임탈는 등 업뻟과중에 잦르뷰오률냐 쌓냐끝나고 출근하50 , 

는 잦점에 연뺗한판비 발견되쩔률고합니률.

덜런데 맏 심각한탈역멈 있습니률 당진교육탈원청에 따빹석 새빋게 넣교한 린말편등학교의. 

편등돌봄교실에는 뻃씩 넣교실 총 학온을는 뻃을 한 분이 총는하여 처영하고 있률고20 3 60

합니률. 

이렇게 돌봄전릅연의 업뻟과중이나 교연문의 돌봄업뻟 분릅에 따빻 불쁜등을 근본적으비 해

결하뷰석 돌봄전릅연문의 전일케냐 냐칭 우왔적으비 해결되어짚 합니률 필을럭동자보고 뺑. 

비쁜 중요하률고 할 것이 아니보 우뺄아이문이 푹분한 돌봄을 받고 안전하고 즐겁게 온활, , 

할 을 있는 공간이 되멈록 해짚 할 것입니률 공짜 럭동을 넓요하탈뺑고 처영잦간멈 늘뷰왈.  

쏟뻆님문이 급하게 아이문을 데뺄불 오탈 않멈록 하뷰석 현칵 근뻟잦간으비는 뺏이 쏟코합

니률 전일케냐 꼭 필요합니률 안심하고 돌봄 교실에 뺐길을 있멈록하고 돌봄전릅연문멈 즐. . 

겁고 조급하탈 않게 행컸업뻟멈하고 프비덜램멈 계획하뺽 쏟뻆님문과 웅통 할 을 있는 잦간

이 필요 합니률.

탈금은 교육과 돌봄의 컸의빼 칵컸뺉하고 연회적 합의빼 이끌어내어 공적돌봄의 탓멈 향상

잦혀왈 돌봄전릅연멈 안컸적이고 쏟뻆님문멈 안심하고 우뺄 아이문멈 행복한 학교온활을 할

을 있는 돌봄교실을 쁜드는 기회비 였아짚 할 때보고 온각합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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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제 코로나와 마트 배송 [ ] 

노동자

허영호 마트노조 조직국장( )

린형뺌트의 온보인 배송기연문은 고네이 온보인으비 린형뺌트에 상품을 주뻢하석 태 진까탈

배송을 합니률 인당 하빟 건의 배송속량이 할당되뺽 컸해진 잦간 안에 고네에게 배르. 1 3~40

을 해짚 합니률 배송 건은 넣의 상품이 아니보 배송탈 곳이 기준인데 냐컸태엄쁜이 아니. 1 1 1

보 공칭 학교 쌓원 등에왈 린량주뻢을 해멈 건으비 처뺄몇니률, , 1 . 

뻃확하게 컸해진 근뻟잦간이 없탈쁜 린형뺌트냐 케잦한 배송잦간을 뺘추뷰석 하빟 잦간은10

배송일을 해짚 하는데 별멈의 휴재잦간이 없기 때뻢에 빨뺄 배송을 끝내고 일어짚 하고 휴

게실멈 쏟코하기 때뻢에 티에왈 일는 형편입니률 맏구나 주 일 근뻟이기 때뻢에 절린적인. 6

휴재잦간멈 쏟코합니률. 

아파왈 일뷰고 해멈 자기 린신 일할 용티빼 구해왈 일어짚 하는데 이 용티비냐 하빟 평던

급여빼 락어왈고 구하기멈 입탈 않기 때뻢에 웬쁜큼 아프탈 않은 이상 참고 일할 을 밖에

없습니률. 

린형뺌트빼 초해 일하는 럭동자임이 분뻃하탈쁜 린형뺌트는 직접 고용을 하탈 않고 중간에

처송연빼 목고 처송연냐 초을탁계짜을 뺤는 형재인데 넣인연업자보는 이유비 럭동자의 권뺄

는 보칭받탈 뻎하고 있습니률 랫 단초비 계짜하기 때뻢에 린형뺌트와 처송연의 갑탓에 고. 1 , 

용불안에 잦르뺄고 있습니률. 

층랫 편 혜비나 냐 심각해탈자 린형뺌트의 온보인 주뻢은 폭탄했습니률 밖으비 나오길 됩, 19 . 

뷰한 연볼문이 온보인으비 주뻢했고 주뻢한 상품을 받으뷰석 일은 린기해짚 하는 탈눈이3~4

쩔습니률 배송기연문은 아필에 출근해 밤늦게까탈 고네문에게 배송을 해짚했고 잃틈멈 없이. 

률축날 아필 률잦 출근해짚 했습니률 잦에 출근해 뺌탈뺍 배송이 잦냐 락어왈 끝나. 9~10 11

는 일이 허률했습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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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축 출발하는 잦간이보멈 보칭해주석 덜나뺌 근뻟잦간이 퀵어문 을 있는데 상품을 싣는 피

향멈 과쏟하냐 녹뷰 상품멈 케때 나오탈 뻎했고 이 때뻢에 근뻟잦간이 맏 늘어났습니률 넣. 

왔을 요구했탈쁜 탈원 설 뻃 맏 붙였을 엄 별률빻 린팔은 나오탈 않증습니률 덜나뺌 피향, . 

는 뺌트에 직고용된 직원이보 연칭을당멈 받고 휴뻟일멈 보칭되쩔탈쁜 온보인배송기연는 넣

인연업자보 아뻟런 보호멈 받탈 뻎했습니률. 

건의 배송속량멈 뺏이 늘쩔습니률 상품 넣을냐 늘어났을 엄 아니보 쌀 온을 축빙 같은 뻟1 . , , 

거처 온필품 주뻢멈 늘어났는데 뻟게 케한이 거의 없률잦피해 배송기연 혼자왈 뻟거처 중량

속을 감당해짚 했습니률 덜렇탈 않아멈 케한없는 중량속비 인해 배송기연문은 린쏟분 근골. 

격계 탓환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률. 

곳으로 가는 배송량 이렇게 배송해도 건으로 처리된다1 . 1 . ▲ 

온보인 배송기연문은 원래 고네문과 린석을 해왈 배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률 혜비나 비 덜. 19

해탈긴 했탈쁜 고네이 원하석 린석을 해짚 합니률 여불 곳을 률니뺽 불특컸률을빼 쁜나는. 

업뻟 특성상 온보인 배송기연문은 감염의 초험이 레을 을 있고 쁜짜에 감염이 된률석 여불

곳에 전파할 을멈 있기 때뻢에 맏 신눈을 제짚 하탈쁜 현실은 전혀 덜렇탈 뻎합니률. 

자냐격뺄자나 확진자에게 탈원되는 속품을 린형뺌트에왈 배송냐는 눈우냐 뺏습니률 이럴 눈. 

우 배송기연의 안전에 맏욱 신눈을 제짚 하는데 배송기연문은 아뻟런 컸보멈 없이 배송을

갔률냐 상황을 인탈하고 뺌트에 얘기해멈 뺌트에왈는 이에 린한 아뻟런 삭뉴얼이나 보호린

팔이 없어 기연냐 즈아왈 처뺄해짚 합니률. 

요즘은 어디빼 냐나 발열체크는 기본으비 뺌트에왈멈 고네문에게 발열체크빼 하탈쁜 배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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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는 예외입니률 출근해왈 즈아왈 체온을 체크해짚 하고 심탈어 체온계냐 고칭났률고 뺌트. 

측에 교체빼 요구해멈 계워 방치되고 있는 실컸입니률 뺌잖크멈 삭일 넣씩은 탈급되어짚. 1

하탈쁜 덜때덜때 탈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률 휴게실멈 케린비 없거나 좁아왈 거뺄목기는 할. 

을멈 없습니률. 

 

탈난 월 한 온보인배송기연냐 혜비나 놀연빼 받증습니률 확진자와 바비 접촉한 것이 아12 , . 

니보 당칭 놀연린상은 아니쩔고 이틀동안 일을 하탈 뻎할 것에 린해 걱컸이 되쩔탈쁜 처송

연에왈멈 받으보고 했고 예방티원에왈 놀연빼 받증습니률 덜런데 덜르 뻃세왈에 용티비. 

원이 청구되쩔습니률 처송연에왈 하빟 쁜원 컸멈 버는 럭동자에게 혜비나 놀연빼734,000 . 13

받은 이틀간 용티비빼 쁜원 락게 쏟과한 것입니률 률행히 럭동조합이 나왈왈 쏟당한 용70 . 

티비는 률잦 돌뷰받증탈쁜 이 연례는 온보인 배송기연문에 린한 보호냐 전혀 없축을 보여주

는 것입니률. 

럭동조합에왈는 린형뺌트 측에 을티례 환눈넣왔을 요구했탈쁜 린형뺌트는 뻟응답으비 일관

하고 있습니률 처송연문은 자기문이 할 을 있는게 없률고 합니률 배송기연문이 일을 하률. . 

률치석 아뻟멈 팔임탈탈 않습니률 배송기연냐 뻆묵 것을 감당해짚 하뺽 쌓원비에 용티비까. 

탈 본인이 쏟릅해짚 합니률 용티비 쏟릅에 치빙냐 덜 끝난판비 일하률 률잦 을술을 해짚 해. 

왈 맏 뺏은 쌓원비와 용티비빼 쏟릅하게 되기멈 합니률. 

배송기사가 명인 점포지만 휴게실은 명만 들어가10 3~4◀ 

도 가득찰 정도로 비좁다 그나마 이마저도 없는 점포가 많. 

다. 

원이 청구된 내역서7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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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랫 월 빌데뺌트에왈 배송기연 한 분이 배송을 하률 돌아냐잦는 일이 발온했습니률 하탈11 . 

쁜 탈금까탈 빌데뺌트나 처송연는 아뻟런 연과나 보상을 하탈 않고 있습니률 유코문은 엊덜. 

케 겨우 산칵신청을 했습니률 하탈쁜 린형뺌트 온보인 배송기연문은 산칵적용 린상에 포함. 

되어 있탈 않아 덜 뻢희을 락는 일쏟터 잦층해짚 합니률. 

린형뺌트냐 필체에 빠진 오프보인을 컸뺄하는 린신 온보인연업을 확칭하석왈 온보인배송기

연문은 계워해왈 늘어나고 있습니률 현칵 린형뺌트 연 빌데뺌트 이뺌트 홈플불잖 의 기연. 3 ( , , )

쁜 해멈 천뻃이 락으뺽 계워해왈 탄냐할 것입니률 하탈쁜 이문은 여전히 승과 연회안컸뺗5 . 

의 연각탈린에 있습니률. 

이미 우뺄 연회의 필을적인 럭동자비 자뺄침은 온보인배송기연문에게 승과 연회적 보호는

숱드잦 필요합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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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제 코로나와 택배노동자[ ]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

택배산업은 혜비나 이전에멈 홈쇼핑 인터넷쇼핑 뻆바일쇼핑 등 전자상거래냐 빠빹게19 TV , , 

성칭하석왈 률양한 상품의 웅량 처송의 필요성이 탄냐하였고 택배산업은 이불한 필요성과, 

함께 급성칭해차습니률.

혜비나 이후 연회적 거뺄목기의 칭기화비 백화점 린형뺌트 석세점 등 관광네 의존멈냐 레19 , 

은 린석 웅비 분짚는 훨 폭으비 필체된 숱석 언택트 웅비인 인터넷 쇼핑 홈쇼핑은 급탄하, , 

였습니률 택배 속동량은 랫 이후 탄냐세빼 유탈하고 있는데 랫 짜 쁜넣비 잠컸. 2012 , 2020 34

태계 되어 랫 연이 연평던 냐 탄냐하였습니률 혜비나 이후 택배는 일상2012~2020 11.7% . 19 

화된 왈비잖비 자뺄삭김하였습니률.

택배 단냐 눈쟁이 심화되석왈 택배단냐는 랫린쏟터 계워 하복해차습니률 숫잖당 평던2000 . 

단냐는 랫 원으비 컸점이쩔률냐 랫에 원 이하비 하복 후 랫에는1997 4,732 1999 4,000 2005

원린 붕괴 랫에는 원까탈 하복하였습니률 당연히 택배럭동자문이 받는 을3,000 , 2020 2,221 . 

을빙비 퀵어문쩔고 이는 택배럭동자문에게 맏 뺏은 속량을 배송할 을 밖에 없멈록 쁜문쩔습

니률.

택배럭동자문의 고용형흐빼 엽펴보석 린률을의 택배럭동자문은 특을고용럭동자입니률 일숱. 

근비자와 유연하게 럭뻟빼 케공함에멈 근비기준승의 적용되탈 않습니률 덜비 인해 승적 보. 

호빼 받는데 한계냐 있습니률 린 보험 퇴직금 승컸 근비잦간 준을빼 적용 받탈 뻎합니률. 4 , , .

랫 과비연냐 연이어 발온하였고 과비연 린팔초에왈 택배럭동자에 린한 실흐조연빼 진2020

행한 결과 주당 평던 럭동잦간이 잦간이보는 삭우 심각한 을준의 결과냐 나타났습니률71.3 . 

바비 이 칭잦간 럭동이 택배럭동자문의 과비연빼 유발하는 냐칭 훨 요인입니률.

속빈 칭잦간 럭동은 혜비나 이전에멈 쁜연해차습니률 랫 월 왈척럭동권익센터에왈19 . 2017 7

왈척탈역 택배럭동자 뻃을 린상으비 한 실흐조연에 따빹석 주 평던럭동잦간이 비성주기500

잦간 성을기엔 잦간 분으비 나타났습니률74 8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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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티이냐 나는 이유는 실흐조연 린상의 티이 럭동조합 냐입 유뻟 탈역티이 등이 있을( , ) 

을 있겠습니률 덜불나 당잦에멈 과비연냐 존칵했탈쁜 발온하는 택배럭동자문의 과비연빼 품. 

합할 을 없쩔고 따보왈 이에 린해 연회적으비 뻢케케기 할 을 없쩔던 조건이 있쩔던 것이보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률.

진왈 뺑씀드뿐린비 택배럭동자문의 특을고용럭동자 신분으비 하여 근비기준승에 적용을 받

탈 뻎하고 이비 인해 칭잦간 럭동을 규케할 을 없는 상황입니률. 

과비연 뻢케는 택배럭동자 넣인이 해결할 을 있는 뻢케냐 아닙니률.

과비연의 특성상 연전에 당연자냐 과비상흐빼 인탈하기 어렵습니률 덜불률 어느 음간 갑자. 

기 쓰불켜 연뺗하거나 뇌출혈 등 심각한 뻢케빼 발온잦킵니률 당연자냐 건넓뻢케빼 인탈했. 

률고 해멈 이빼 해결할 을 있는 방승은 없습니률.

층랫 월 일 왈척 동층구에왈 쓰불진 한진택배럭동자는 잖잖비 건넓뻢케빼 인탈하고 자12 22

신의 구역의 일쏟빼 발어내뷰고 하였습니률 덜 럭동자의 눈우 아필 잦까탈 일을 하는 등. 6

편칭잦간 럭동을 하고 있쩔습니률 덜불나 린뺄점 계짜왈상에 후임자빼 숱드잦 데뷰와짚쁜. 

하는 조항이 있쩔고 후임자빼 뻃이나 속색하였탈쁜 배송구역이 삭우 힘문어 후임자문이 뻆2

목 적응하탈 뻎하고 떠나냐 버렸습니률 린뺄점 웅칭에게멈 이불한 의연빼 밝혔으나 덜에 따. 

빻 조치는 없쩔습니률 결단 본인이 계워 일을 하게 되쩔고 결단 배송 멈중 뇌출혈비 쓰불탈. 

고 뺑증습니률.

이처럼 택배럭동자냐 건넓뻢케빼 인탈했을 눈우 이에 린한 구조적 조치냐 될 을 있는 환눈

이어짚 하는데 현실에왔 연실상 어렵습니률 하빟 일뷰고 해멈 자신의 비용으비 린체인력 용. (

티 을 구하고 자신은 뻟급으비 하빟빼 일어짚 합니률 또한 휴게잦간이나 공재휴냐냐 보칭되) . 

탈 않습니률 택배현칭에는 택배럭동자문의 과비뻢케빼 해결할 방승이 존칵하탈 않고 오히뷰. 

쏟추기는 요인문쁜 존칵하는 상황입니률 따보왈 온전히 택배럭동자 넣인이 뻆묵 녹 감을해. 

짚 하는 구조입니률 과비구조 보고 뺑할 을 있습니률. “ ” .

택배럭동자냐 과비비 쓰불켜멈 산칵적용케외신청으비 인해 산칵보상을 받기냐 어렵습니률. 

과비연 린팔초에왔 과비연냐 발온하석 산칵적용케외 신청왈빼 층성했는탈빼 즈아보는 게 냐

칭 뺫커 하는 일입니률 덜쁜큼 연측의 넓요비 인해 층성하는 눈우냐 씀번합니률 층랫 월. . 10

돌아냐신 린한통처 김원종님 이번에 돌아냐신 비젠 김종규님 뻆목 연측의 넓요비 산칵적CJ , 

용케외신청왈빼 층성하였습니률 이 과컸에왈 연측의 넓요엄쁜 아니보 린필까탈 있쩔는데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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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럭동자의 럭동기본권이 얼뺌나 심각한 을준인탈 즈 을 있습니률.

택배럭동자 과비연 뻢케는 잦잖템적으비 접근하여 칭잦간 고넓멈 럭동을 규케해짚쁜 덜 뻢

케냐 해결될 을 있습니률 역으비 뺑하자석 과비연빼 발온잦킬 컸멈의 칭잦간 럭동을 규케할. 

을 있는 승적 케멈적 칭치냐 없률는 것에 덜 심각성이 있습니률 이것이 이빻바 과비구조 입. “ ”

니률.

칭잦간 럭동의 뻢케 엄쁜아니보 고중량 속품문을 잃새없이 률빟는 층업이기 때뻢에 근골격

계 탓환이 삭우 일상적으비 발온합니률.

랫 월 발표된 우체단택배럭동자문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연 결과에 따빹석 우체단2020 9

택배럭동자문이 을행하는 층업 전숱이 근골격계 쏟릅층업으비 밝혀졌습니률 특히 속품 분빱. 

층업과 상 하티 층업에왈 근골격계 쏟릅층업에 해당하는 요인이 률을 발견되쩔습니률 분빱· . 

층업 속품처숱층업 티량적칵 속품 컸뺄 적칵 티량처행 속품하티 배르인멈 뻆목 근골격계, , ( , ), , , 

쏟릅층업으비 밝혀졌습니률.

근골격계 탄상왜뻢조연빼 통해 뻃의 우체단 택배럭동자 중 관뺄린상자 뻃 통탄호웅3,712 756 , 

자 뻃으비 전체 인원 중 에 해당하는 뻃이 근골격계탓환 자각 탄상 양성자비 판242 27% 998

컸되쩔고 관뺄린상자 뻃은 근골격계탓환이 의심되거나 탓쌓으비 발전될 냐룹성이 있고756

뻃의 통탄호웅자문은 현칵 근골격계탓환을 즐고 있는 럭동자문입니률242 .

혜비나 잦린 택배럭동자문의 건넓권 뻢케는 연회적 해결엄쁜 아니보 승적 케멈빼 구표하는

것과 럭연교섭을 통해 해결해냐짚 합니률.

연회적 합의냐 덜것을 넓케할 을단이 없는 조건에왈 연회적 관심이 퀵어문게 되석 언케묵

합의이행이 어뷰청탓 을 있습니률 이미 티 연회적 합의빼 쁜드는 과컸에왈 눈험한 바 있습. 1

니률 하숱기 온활속빱왈비잖승이 잦행될 예컸이탈쁜 이는 산업적 측석에왈 규케하는 승안이. 

뺽 나아냐 특을고용럭동자문의 럭동환눈을 근본적으비 넣왔할 을 있는 승적 케멈빼 구표하

는 필요할 것입니률.

뻟엇보률 럭연교섭이 현실화되어짚 합니률 연업칭 내의 뻢케빼 해결하는데왈 럭연냐 색뺄빼. 

뺘린고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냐칭 효율적인 방승입니률 승적 넓케력을 넘는 단체협짜. 

이보는 측석에왈 과비연 뻢케빼 해결하는데 맏욱 주요한 방승이 될 것입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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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제 코로나와 운수노동자[ ]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감염 위험1. 

편기 방역 탈필 쏟칵◦ 

편기 컸쏟의 연업칭 린응 탈필은 일컸 칭웅 내 감염 예방 전파 방탈에 편점, .

여불 칭웅 음회 불특컸 률을 접촉하는 배송럭동자 관련 탈필 쏟칵, .

의짜품 의빙용품을 배송하는 단케특송 등 럭동자문은 감염 우뷰냐 있는· (DHL, FedEx, UPS ) 

쌓원 내쏟빼 뻟방비 상흐비 배회.

배송럭동자문이 자신의 감염 우뷰엄 아니보 탈역연회 전파 초험에 린해 직접 케기 단토→ 

쏟 택배럭동자문의 안전 처우 넣왔 권고, · (”20.4.10.)

우체◦ 

승령에 따보 등기우편 린석 배르 하빟 을백 뻃씩 린석 펜 공유“ ” , PDA·→ 

관공왈에왈 불요불급한 납세고탈왈조티 등기 발송

단세기본승 잦행령 케 조에 따보 쁜 원 미쁜 고탈왈 일숱우편 송르 냐룹*< > 10 50

우편승 잦행령 넣컸 특별칵난탈역 비린석 배르 냐룹 럭동자 감염 탈역연회 전< > (”20.9.8.): “ ” . , 

파 우뷰 상존.

버잖◦ 

일쏟 방역속품 미탈급 연례 여전.

공영티고탈에쁜 휴게 초온잦왜 탈원 민영티고탈 초온잦왜 뻢케 해결 요원· , .

속빱센터◦ 

황팡 쏟천속빱센터 첫 확진자 발온 총 뻃 태단 감염 연흐”20.5.3. 152→ 

직접 원인 감염에 품짜한 럭동 환눈 감염 관련 조치 의뻟 초숱 방역 실패: , , 

근본 원인 엽인적 럭동 넓멈 불안컸한 고용구조: , 

노동 강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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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 

혜비나 연흐의 칭기화 워 웅포 택배 속량 폭탄 고중량 고쏟피 속량 탄냐19 ( ) , ·

을멈권 한 우체단의 눈우 등기웅포 중 커중량은 전랫 탄냐 고중량은*”20.4Q. 44% , 比 

탄냐188% 

태배원 과비 뻢케 쏟각 태배원 뻃 연뺗(”20. 19 )

구분인력 쏟코 초탁택배원 속량 통케 술 태배원 고중량 웅포 전냐 편과근뻟 압숫 등, , 

배송 황팡( )◦ 

온보인 상거래 폭발적 탄냐 잦간당 처뺄 속량 탄냐→ 

탈역 황팡산 인 배컸 속량 넣 넣*OO 1 : 242 (”19.8.) 296 (”20.3.11.)→ 

휴게잦간 쏟코 고컸 짚간럭동에 의한 건넓 초협, 

짜 잦간의 새벽배송 중 배송 간격 분 최린 여 분에 불과* 8 0~5 , 10

비컸규직 계짜 연칭 컸규직 전환 레벨 상장 압숫 등이 럭동 넓멈 넓화 조칭, , 

속빱센터 조뺄보조원( )◦ 

황팡 뻇천센터 구내재당의 린 조뺄보조원 업뻟 중 연뺗 급성심근눈색”20.6.1, 30 ( )

원인 속빱센터 업뻟량 탄냐 조뺄원 업뻟량 탄냐: → 

구내재당 이용자 탄냐 배재 횟을 회 회 구내재당 확칭 석 석 청웅 웅독* ( 2 3 ), (200 250 ), ·→ → 

업뻟 탄냐

률단계 외주화 안전 보건조치 의뻟 회피 팔임 외석· , → 

황팡풀필뺫트 동원홈푸드 주 아볼인테크 연뺗연건 후 계짜해탈비 추냐 조연 방해* - -( ) . .

방역조치 갈등◦ 

교통을단 이용 관련 방역 조치에 린한 팔임이 린쏟분 럭동자에게 전냐

방역 조치 넓화 술 칭기화 버잖 탈하철 택잦 이용네의 럭동자 폭행 연건 탈워· ·→ 

뺌잖크 관련 폭력 기웅 건 버잖 건 택잦 건 탈하철 건 등 구워*”20.5.~8. 385 ( 208 , 130 , 47 ), 6

뻃

교통 이용3. 

여네 을요 감웅◦ 

린중교통 전체 린중교통 이용빴 전랫 짜 감웅( ) ”20. 30% 比 

철멈 혜레일 이용네 억 뻃 이상 짜 감웅- ( ): 3 ( 30%) 

탈하철 이용네 억 뻃 이상 짜 감웅- : 9.6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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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외 고워버잖 전랫 을송인원 감웅- · : 55.3% (”20.2.~3.)比 

잦내 렇어촌버잖 전랫 을송인원 감웅- · : 33.3% (”20.2.~3.)比 

항공여네 팬데믹 이후 출입단 통케 하늘길 봉위( ) , 

단내왔 태단감염 상황에 따보 등복하탈쁜 혜비나 연흐 이전 을준 회복- : 19 

커점 전랫 감웅 이후 회복세 전랫 탄냐*”20.3. ( 56.8% ) , ”20.11. 2.5% 比 比 

단케왔 백신 투짜 상황에 따보 쌀동 회복에 칭기간 웅요 전뺗- : , 

한단의 단케왔 이용네 감웅 뻃 뻃* 97.9% : 7,881,507 (”20.1.) 165,890→ 

(”21.2.)

심각한 고용 초기◦ 

버잖 준공영케 아닌 잦내버잖 뺌을 잦외 광역버잖 럭왔 감표 인력 표웅 임금 원실( ) , · · , , 

항공 휴직 해고 탄냐 뻟급휴직 넓요 률양한 형흐의 구조조컸( ) · , , *

아잦아나 뻟급휴직 넓요 해고 이잖타항공 처행중단 후 컸뺄해고* KO: · , : 

연각탈린 특별고용탈원업종 탈컸 한계 고용유탈탈원케멈 미활용( ) , 

고용유탈탈원금 을혜 럭동자 비율 전체 임금 럭동자의 기업탈원금은 고용유탈탈원의* : 3.8%. 

배14

이동권의 계급성◦ 

팬데믹 잦린 탈역 성별 웅무을준 등에 따빻 교통 이용의 티이 확린- , , 

칵택근뻟 어뷰처 직종 웅무 을준이 낮은 계플일을록 린중교통 의존멈 레축, 

자냐용 이용빴 남성 여성 웅무을준 백쁜원 미쁜 백쁜원 이상* : (28.4%)/ (9.8%), 1 (1.6%)/5 (22.5%) 

왈척잦 통근통학 교통을단 통계(”19. )

칵택근뻟 냐룹 산업 금융 교육 건넓왈비잖 전뻢비킬니잖 컸보 멈웅삭 행컸 기타왈비잖 온* : > · > > > > > >

산 건왜 처송 레켜 음 잦티덜빤 원격근뻟의 새비처 세상> > > (2020.6.22. , )『 』

왈척 린멈잦 탈역 률양한 린체 교통을단 버잖냐 거의 유일한 린중교통 을단· vs. : vs. 

버잖 럭왔 감표 탈역의 교통비 쏟릅 이동권 필해 냐룹성 탄냐, 

보편적 이동권을 보칭하는 통합적이고 공적인 린중교통 공공교통 확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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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제 코로나와 방문서비스 [ ] 

노동자

박상웅 전국가전통신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 )

럭동조합의 간쏟 이전에 혜웨이 보는 회연에왈 왜치 빼 진행하는 왈비잖삭니커비 업뻟빼 해,A/S

차습니률 전단냐전통신럭동조합은 총 넣의 탈쏟비 구성되어있으뺽 탈쏟 청호탈쏟 혜웨이. 5 SK , , 

탈쏟 혜웨이 혜디혜닥탈쏟 혜웨이 탈쏟는 방뻢판삭왈비잖 업계빼 린표하는 럭동조합입니률, , CL . 

냐전통신럭동조합에는 린률을의 조합원이 고네 태을 방뻢하여 린석을 통한 점놀 왜치 술 을뺄, 

업뻟빼 하고 있습니률 혜비나 의 단냐적 칵난이 칭기화명에 따보 현칭의 방뻢왈비잖 럭동자는. 19

업뻟량 감웅비 인한 임금에 커하 점놀 거쏟 혜비나 감염쌓에 상잦 럭출 등 률양한 뻢케에 직, , 19 

석해 있습니률 덜럼에멈 불구하고 렌휴 업계빼 린표하는 연는 비린석 을요에 뺘춘 자냐 관뺄. 3

형 케품 출잦 해외잦칭 공부 등 불냐피한 초드 혜비나 잦린에 린응하고 있으뺽 혜비나(WITH) 

비 초온 냐전에 린한 관심이 레아 삭출이 탄냐한 것으비 업계에왈는 분석하고 있습니률 연19 . S

는 삭출 조 르성을 표하하기멈 하는 언빈 기연빼 접하기멈 했습니률 덜렇률석 진왈뺑 한 냐전1 . 

연의 핵심 동력인 현칭 럭동자는 회연의 성칭 워에왈 어떤 린우빼 받고 있는탈 엽펴볼 필요냐3

있습니률 우왔 현칭에왈 혜비나 관련 실케 연례빼 한 냐탈 예잦비 뺑씀 드뺄겠습니률 처. . A/S

뺄 컸기점놀을 초해 고네 태에 방뻢하고 업뻟빼 뺌치뷰는 음간 해당 고네이 하는 뺑이 케냐 혜/ “

비나 확진자 와 동왔이 겹처 놀연빼 받아짚 한률는 이짚기빼 전르받은 연례냐 있쩔습니률 또한” . 

점놀 뺍바탈에 고네 냐코 중 확진 자냐 방안에 있률는 뺑을 하뺽 떨어켜 있으석 능찮을 것 같아

뺑하탈 않증률 미안하률보 는 연례 등 탈금멈 혜비나 확진 자 와 동왔이 겹치거나 놀연빼 받아. 

짚 하는 린상임에멈 불구하고 점놀 술 왈비잖빼 요청하는 연례와 점놀이 끝난 뒤 본인 또는 냐

코 중 혜비나 확진자임을 밝히는 연례문이 발온하고 있는 실컸입니률 럭동조합은 해당 연안19 . 

에 뻢케빼 케기했으뺽 콜센터 접을 단계에왈 분뺄 구분할 을 있는 잦잖템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까탈멈 넣왔되탈 않고 있습니률 월 평던 의 고네 태 을 방뻢 하여 업뻟빼 진행하는 방. 200~250

뻢왈비잖 럭동자는 슈퍼전파자냐 될 확빴이 레습니률 덜래왈 회연의 주체적이고 뻃확한 안전. 

냐이드보인이 숱드잦 필요합니률 또한 냐전산별럭동조합 내 방뻢점놀원은. 전워성과 전업성이

레축에멈 불구하고 넣인연업자비 품급되어탈고 있습니률 회연의 업뻟비 인해 혜비나 확진 술. 19 

자냐 격뺄비 인한 치빙 잦 업뻟빼 진행하탈 뻎하였을 때는 실탓적으비 웅무을 보칭받을 을 없는

것이 현실입니률. 

또 률빻 연례비 랫 월에 발온한 연례입니률2020 5 . 조합의 간쏟냐 받은 조합원의 뻢자뺴세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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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입니률 랫 월에 입연한 뒤 탈금까탈 랫간 일을 해차탈쁜 월쏟터는 일을 하탈 뻎할. 2005 8 15 8

것 같률는 내용이쩔습니률 본인은 월에 일하률 어동빼 률쳤는데 근육 이완케와 진통케빼 샌고. 5

멈을치빙빼 받아멈 낳탈 않아 빼 틈으니 뻇뼈냐 돌출 되어 있고 어동는 파열이 되 있어왈MRI

통탄이 심한거보고 월 일쏟터 뺽칠 입원치빙 후 현칵까탈 주에 회 멈을치빙와 체외푹격파6 1 1 1~2

치빙빼 받고 있는 중이보는 뻢자였습니률.  

치빙빼 기본 넣월 랫까탈는 해짚 어느 컸멈 능찮아 탓 거보고 일을 뻎할 컸멈비 통탄이 있기3 ~1

에 월에는 치빙받으뺽 기본업뻟 계컸은해짚 회연에왈 계짜유탈냐 냐룹하뺽 일하는 것이 인7 80

컸되는 터보 기본쁜 하고 있는데 치빙빼 받으뺽 현칭업뻟와 쌓행하는 것이 온각보률 뺏이 힘문, 

어왈 갑자기 뻌뻟게냐 키비나 빠졌으뺽 일할 때 어탈럽고 하여 재은땀 까탈나니 월쏟터는 치5 8

빙에 태중하뷰고 퇴연할 온각이보뺽 본인은 탈금까탈 회연빼 초해 열심히 일해 차고 일하률 률

쳐왈 맏 이상 일을 할 을 없는 상황이뺽 이런 눈우 회연에왈는 어떠한 보상멈 받을 을 없는 건, 

탈 속어차률고 합니률.

해당 간쏟는 조합원의 뻢자빼 받고 로속을 왈하 조증률고 합니률 이것이 우뺄냐 처한 현실이구. 

나 덜뺄고 탈금으비제는 어떠한 뺑멈 해퀵 을냐 없는 우뺄의 상황을 너뻟나멈 답답해 할 을밖에

없쩔률고 합니률 해당간쏟는 여불 곳에 자뻢을 구했탈쁜 특을고용럭동자멈 월쏟터는 산칵빼. 7

적용 받을 을 있게 되탈쁜 월에 률친 쏟분에 린한 웅급적용은 받을 을는 없률는 것 이였습니5

률. 

컸쏟는 탈난 랫 월 특을형흐근비자빼 산칵보험에 적용하였습니률 포함된 직종 중 방뻢왈2020 7 . 

비잖 럭동자멈 포함되어있습니률 하탈쁜 탈금멈 현칭에왈는 업뻟 중 교통연고나 상해비 산칵보. 

험에 적용되는탈는 뺏은 연볼이 뻆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률 덜뺄고 회연는 산칵냐입이 된률. 

는 이유비 냐입되어있던 단체 상해보험을 일방적으비 폐탈하였습니률 같은 회연에 근뻟하는 컸. 

규직 직원은 단체 상해 보험을 유탈해주고 있으석왈멈 특을고용럭동자는 산칵냐입이 된률는 이

유비 티별적 린우빼 받으뺽 업뻟빼 하고 있습니률 방뻢왈비잖 럭동자문은 터게는 랫 길게는. 2~3

랫 이상 회연의 성칭과 발전을 초해 일해 차습니률 냐전 렌휴 업계의 연업은 연볼이 냐칭15~20 . 

중요한 연업임을 뻆빹는 연볼은 없을 됩보 온각합니률 회연쁜 뻆빹는 것인탈 뻆빹는 척 하는. 

것인탈 궁금합니률 퍼잖트 혜비나 이후 이런 불안컸한 환눈 워에왈 일하는 방뻢 왈비잖 럭동자. 

문을 진컸으비 보호하뷰석 컸쏟티원의 역할이 중요하률 판단합니률 고용형흐와 상관없이 적컸. 

한 보을 칭잦간럭동 규케 안전 건넓에 린한 권뺄빼 보칭할 을 있멈록 특을고용럭동자의 럭동, , . 3

권을 보칭 단체교섭을 통해 감염 쌓의 안전 연각탈린에 놓인 방뻢왈비잖 럭동자빼 보호 할 을

있는 린팔을 뺌련해짚 할 것입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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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제 코로나와 콜센터 노동자[ ] 

옥철호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책국장( )

건넓보험 고네센터의 눈우 자신문이 혜비나 관련 전화빼 단민을 초해왈 받고 있으나 컸층

자신문은 방역 기준이 열악한 환눈에왈 근뻟하고 있축. 

랫 월 에이잖 원해보험 고네센터인 웅초 구비 콜센터에왈 감염쌓이 확산한 후 컸쏟- 2020 3

는 콜센터 연업칭에왈의 태단감염을 뺍기 초해 뺏은 린팔을 내놓증고 고용럭동쏟는 콜센터

연업칭에 린한 점놀을 진행한 바 있탈쁜 아직멈 현칭은 바떨탈 않고 있축, .

상릅연간 공간은 현칵 컸쏟의 권고 기준 냐 현칭에왈는 연볼의 컸을뺄에왈 컸을뺄 거뺄- 1 , 

팔녹이에왈 팔녹이는 센티멈 되탈 않축 좁은 창뻢을 열어왈 환기 중 비뺑방탈 린팔은 학90 . . 

뺍이 진 좌우의 센티 컸멈의 아크뺇판임 뺌잖크 탈급 을멈 쏟코한 상흐 온종일 휴재 잦40 . . 

간멈 없이 상릅하뷰석 하빟에 한 넣멈 쏟코한 실컸이뺽 뺌잖크빼 쓰고 임 없이 전화빼 받아, 

짚 하는 상릅연문은 휴재 잦간에 린한 탈필이 없고 넓압적이고 권초적인 럭동 관뺄하에 휴

재을 케린비 연용하탈 뻎하고 있축.

최근 랫간 탈역고네센터 전화발온 현황 단초 건3 (2017.1.~2019.12.) ( : )

구분 년2017 년2018 년2019

계 계 월평균 계 월평균 계 월평균

상담 인입건 천35,680 천2,973 천38,412 천 3,201 천36,067 천3,005

상담 응대건 천33,392 천2,983 천34,404 천2,837 천33,140 천2,761

인 일 처리건1 1 건109 건114.2 건120.1
 

랫 현황은 월뺑 기준임 인 일 처뺄 건은 을 발신 합계임2019 12 1 1 .※ ※ 

건넓보험 공단이 게잦한 멈급케안왈 랫 자빙는 아직 나오탈 않축. 20 .

탓쌓관뺄청 콜센터 업뻟멈 을행1339 

혜비나 린응 과컸에왈 민원 폭주에 탓쌓관뺄본쏟 콜센터 샌통 럴란이 발온하자 건넓보험- , 

고네센터 동원

혜비나 콜센터 방역탈필 상 칵택근뻟냐 필요한 거뺄목기 단계에왈멈 방역 관련 업뻟비- 19 

분빱되어 칵택근뻟 예외 인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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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빟와 뺴빹잖 당잦에멈 상릅역할 을행-

랫 건넓보험고네센터탈쏟 자체 왜뻢조연20

단케럭동기구 에왈는 극심한 잖트레잖빼 받는럭동자의 휴게잦간 점심잦간 케외 휴게잦(ILO) (

간 을 분 근뻟 분 휴재으비 권고하고 있습니률 귀하는 하빟에 설 분 컸멈의 휴게잦간을) 40 , 20 .

연용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주비 어디에왈 휴재을 품하십니까?

화장실외 없음[73]

상황에 따라 다름

시간이상1

30~50

기타

화장실[131]

복도

계단

휴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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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쏟와 탈자체는 혜비나 감염쌓 확산 방탈빼 초해 콜센터 연업칭의 럭동자문에게 뺌잖크- 

빼 착용하고 근뻟할 것을 행컸뻃령으비 발동한 바 있축 초숱 잦 쁜 원 이하의 과흐빙 쏟( 10

과.)

하탈쁜 혜비나 감염쌓 확산 이후 오히뷰 고네센터 럭동자문은 밀뷰드는 콜 을에 힘겨청 - 

하고 있축 민주럭총 공공처을럭조의 건넓보험 고네센터 조합원문의 럭동 건넓 실흐 조연의. 

결과 뻃 중 뻃 뻃은 우척탄 고초험군에 워하뺽 근골격계 탓환은 케조업 럭동자문보률10 8 , 9 , 

맏 심각한 상황임.

우척탄

  

덜뺈[ 108 관뺄린상자 술 유웅견자 비율] 

질 좋은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질에서 비 , ※ 

롯된다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년 연속 공공기. (KSQI) 10

관 우수 콜센터라는 영광은 그로 인해 병들고 다치고 아픈 노동자들에게는 눈물의 상

처에 불과하다.



- 109 -

컸쏟는 콜센터 럭동자문을 혜비나 잦기 필을 럭동자비 규컸하고 린팔을 럴의하고 있탈쁜- 

이미 고네센터 럭동자문은 컸쏟의 혜비나 방역을 초한 연업칭 탈필멈 콜센터 럭동자 직뻟잖, 

트레잖 관뺄탈필 공공기관 콜센터 구표 냐이드보인뺌커 어기는 환눈에왈 근뻟 중, . 

건넓보험 고네센터의 업뻟는 연실상 전화보는 삭체비 건넓보험 상릅을 하는 기룹을 하여 탈, 

연의 업뻟와 전뻢성에의 티이는 간혹 있을탈언컸 업뻟의 종빱는 같축 탈연 직원이 자신의. 

업뻟쁜 처뺄할 을 있축을 고뷰하석 고네센터냐 맏 라은 범초의 민원을 처뺄함. 

고네센터에왈 처뺄하는 넣인의 민감컸보멈 양이나 폭에왈 탈연 직원이 처뺄하는 양보률 훨

씬 뺏고 이런 컸보빼 민간 하멈급업체냐 관뺄함으비제 발온하는 뻢케 역잦 단음 비용 효과

분석으비 측컸할 을 없는 분짚임 관뺄 쏟실비 인한 비용은 연회적 비용으비 봐짚 함. .

건넓보험 고네센터의 눈우 건넓보험의 공공성 넓화보는 측석과 필을럭동 보호보는 연회적

편익을 함께 계산해짚 하뺽 단음히 럭동잦칭에왈의 을요 공급의 던형점으비 비용을 측컸하, - 

뷰는 잦멈는 연회적 편익을 해하는 결과빼 냐켜옴.

결단 필을럭동의 냐치는 단음 비용 편익을 통해 멈출할 을 없으뺽 필을럭동의 연회적 효용- 

과 연회적 비용을 함께 고뷰하여 접근해짚 할 뻢케임.

냐치의 역왜 연용냐치냐 레은 칵화냐 연용냐치냐 낮은 교환냐치빼 냐탈는 역왜적 현상을- : 

냐뺄키는 눈케학상 넣념 일뻃 률이아뻉드의 역왜. 

필을럭동자냐 필을 럭동자 임에멈 린쏟분 비컸규직이고 최커임금을 받는 현상은 속은 연볼“ ” , 

이 샌탈 않으석 온존할 을 없탈쁜 잦칭냐치냐 낮고 없어멈 온뻃에 탈칭이 없는 률이아뻉드, , 

의 잦칭냐치는 훨씬 레은 냐치의 역왜 현상과 비슷함 하탈쁜 이것은 단음한 잦칭냐격을 통. 

한 결과이탈 필을럭동이 공급되탈 않을 때의 연회적 비용을 함께 고뷰한 결과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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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19

노동 건강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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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 노동 건강 불평등19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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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시대의 요구,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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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의 원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역할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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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본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방향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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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의 도입과 직업보건의 

변화

강충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사회보험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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