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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本 報告書는 勞動部의 의뢰로 수행된 「通勤中 災害에 대한 補償制度 硏究」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작업의 최종결과이다. 1964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의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는 그동안
적용대상의 확대,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 업무상재해 인정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6.29선언」이후의 民主化 과정에서 勞動運動이
活性化되면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입은 通勤災害에 대해서도 産災保險에 포함하여
업무상의 재해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交通難과 높은 교통사고율을 감안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福社欲求의 다양화와 함께 團體交涉 과정에서 근로자측으로부터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의
産災保險制度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先進諸國의 通勤災害保險諸度를 비교 분석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通勤災害 발생 및 보상실태를 간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통근재해 보호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도입방향을 검토하였다.
本 硏究는 本 硏究院의 柳吉相 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협조와
助言을 해 준 本 硏究院의 李光澤 연구위원과 노동부 노동보험국의 金聖中 사무관,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노고를 다한 金成姬 연구조원과 李有美 孃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가 연구자의 의견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1989年 12月 日
韓國勞動硏究院
院長 裴茂基

第 1章 序 論
第 1節 問題의 提起
通勤災害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말인데 통근재해는 "근로자가 근무를
위하여 住居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 즉 출퇴근중의 재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통근재해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면에서 업무상의 재해와는 구별되나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하여 과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가, 보상을
해준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해 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통근재해는 勤勞基準法上 사용자에게 당연히 보상책임이 있는 재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勤勞基準法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당연히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통근재해는 노무제공을 위한 통근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더구나 사용자로서는
통근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는 社會的 危險이 구체화되어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을 묻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많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오히려 직접적인 加害者 및 통근경로와 통근수단의 관리․
유지에 직접책임이 있는 者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法的인
보상책임이 없는 통근재해에 대하여 기꺼이 보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근재해는 社會的 危險으로부터의 災害이지만 일반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와는 달리
業務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통근수단과 경로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통근재해의 발생과 노무제공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산업사회의 근로자가 매일 일정시간대에 일정한

2. 硏究의 構成
통근재해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제도의 발전 내지 확대이므로
통근재해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2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통근재해보호제도 현황을 사례소개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근재해보호제도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통근재해보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통근재해 발생실태를
교통사고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행 통근재해보호실태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을 통한 통근재해보호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검토하였다. 제 5장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입방안에 대한 몇 가지 試案과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第 2 章 우리나라의 産業災害補償制度
第 1 節 各國의 産業災害補償制度의 發展
1. 産業災害의 必然性
인간의 노동이 존재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재해가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산업재해라는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문제로서 성립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수공업 중심의 생산체제였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발생빈도가 많지 않았으며

재해 규모도 소규모였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생산수단이 기계화되고 다수의 근로자들의
공장제기업에서 조직화되어 일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재해 정도도
대규모화 되었으며 특히 19세기 후반부터는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자본주의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은 기계화된 거대한 생산설비와 다수의 노동력이 고용계약관계에 의하여
기업이라는 조직체로 결합하여 근로자는 기업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환경하에서는 산업재해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노동력 이외의 다른 생활유지 수단이 없는 근로자로서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산업재해를 완전히 회피할 수가 없다.
물론 비교적 재해위험이 낮은 직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일부 숙련노동자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비숙련근로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재해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용자의 저임금, 長時間勞動, 勞動强化 등에 의해 만성적 피로에 젖어
있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근로환경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는 급증하게 된다. 더구나 산업재해는 사용자의 재해예방 노력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완전예방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산업사회의 必要惡이라고 할 수 있다.

2. 産業災害補償制度의 形成과 發展
산업재해가 법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로서 1세기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
産災에 대한 法制度 내지 法意識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産災補償制度의
변천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近代市民法上의 産災補償
산업사회의 初期에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市民法原理에 의하여 개인상호간의 不法行爲나
契約上의 債權債務關係로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各國의 市民法典은 산업재해에 대하여도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不法行爲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不法行爲의 法理論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주관적요건인 사용자의 故意․過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法的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뿐만 아니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는 민사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측에도 과실이 있을 경우 過失相計의 윈칙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 감액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근로자나 그
가족의 구제조치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즉 사용자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市民法上의 책임만을
지게됨으로써 결국 形式的 正義를 추구하려고 하였던 近代市民法은 實質的 不正義를 초래하였다.
나. 使用者責任立法의 成立
이상과 같은 법 이론에 따라 산업제해에 대한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운동이 고조되어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被災勤勞者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無過失責任主義를 입법화한 1871년 독일의
使用者賠償責任法(Reichshaftpflichtgesetz)과 1880년 영국의 使用者責任法(Employer's Liability
Act)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재근로자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 주었으나 소송지연과 소송비용과다 등으로 피재근로자의 구제제도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사용자는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해고권을 배경으로 소송의 제기를 사실상 봉쇄하였기 때문에
피재근로자를 구제하는 데에는 無力한 것이었다.
다. 産災補償制度의 두 가지 典型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1884년에 사회보험방식의
災害保險法(Unfallversicherungsgesetz)이, 영국에서는 1897년에 직접보상방식의
勤勞者補償法(Workmen's Compensa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 두 입법은 사회보험방식과
직접보상방식이라는 보상입법에 있어서의 두가지 典型으로서 각국의 산업재해보상입법의
규범이 되었다.
먼저 사회보장방식의 독일형 산재보상제도에 의하면 개별기업 또는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관계는 보험기관과 피재근로자간에 성립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피재근로자의 관계는 보험기관의 개재에 의해 간접적인 것이
된다.
반면에 직접보상방식의 영국형 산재보상제도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입각하여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라. 産災補償의 社會保障制度로의 접근
각국의 産災補償制度는 제 2차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영국형의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등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직접보상제도가 오히려 예외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상제도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직접보상은 보상을 근로조건의 범위안에 국한하고 또한 기업의 지불능력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보상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제
2차세계대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근로조건으로서의 산재보상에 관하여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정보상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산재보상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보상제도가 사회보험화함으로써 사용자도 큰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고 대규모의 재해로 인한 기업체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1946년 國民保險 (産業災害) 法[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을 제정하여 전통적인 직접보상방식을 폐지하고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프랑스에서도 1946년 직접보상제도를 버리고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사회보장법전 속에 삽입하였다.
ILO(國際勞動機構)도 1944년에 권고 제67호인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보험사고의 일종으로 규정하였으며, 1964년에는 제 121호 조약 및 권고에서
통근재해까지도 업무상의 재해로 포함하여 보상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勤勞基準法上의 직접보상방식과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을 병행실시하고 있는데, 1963년에 産災保險法이 제정된 이래 同法의 적용사업장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第 2節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우리나라의 産災補償制度
1.우리나라 産災補償制度의 發展
가.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이념
산재보험법은 제1조에서 "산재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재보험은 첫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직접보상책임을 과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개별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지불능력 결여 등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재해보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의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적용사업장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불능력과는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급여만으로는 노동력의 회복이나 사회복귀 또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불충분하므로
피재근로자의 요양뿐만 아니라 재활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産業災害補償保險基金으로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사를 설립하고
산재병원․재활시설․신체장애자공작소 등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장학금지급등의 취학원호, 상병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산재예방사업의 지원등을 실시하여 재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나. 産業災害補償의 法的 性質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크게 손해보상설과 생존권보장설로 나눌 수 있다.
1) 損害補償說
손해보상설은 사용자의 지배하에서 불가피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사용자에게 無過失責任을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公平과 正義의 原則에 합당하다는 견해이다. 이는 民法上의 不法行爲에 대한
손해배상이론에서 발전되어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不法行爲理論의 社會法的인 발전단계로서
個人法理에 비하여 가중된 보상책임을 사용자에게 인정하려는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기초를 두고 근로계약관계의 특수한 법구조를 강조하면서 사용자의 개별책임의
법적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2) 生存權保障說
생존권보장설은 生存權 이념을 기초로 재해보상제도를 해석하여 산재보상의 본질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며 생활보장이라고 이해한다. 즉 산업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의 노동력 훼손에
대한 보상이라는 면보다는 근로자의 생활위험의 한 형태로 취급하여 노동장해나 노동불능이 생긴
全期間의 생활보장이 목적이며, 따라서 산재보상을 손해보상적인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권보장설에 있어서는 보상의 본질은 생활주체로서의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있다는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의 결정에 있어서도 업무와 재해간의 엄밀한 因果關係를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어디까지 근로자의 생활보장책임을 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
日帝下에서는 1915년에 제정․시행된 朝鮮鑛業令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던 광업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扶助義務制度를 규정하는 데 불과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同 憲法에 따라 勞動三權이 보장되자
산재보상문제는 勞組의 노동운동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1953년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자체가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 있어서도 산재 보상문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1953년에 재해보상문제를 포함한 勤勞基準法이 제정․공포되어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개별사용자의 無過失責任制度가 확립되었으며, 그 적용범위도 전 산업에 걸쳐 상시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로 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별적 책임제도에 입각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보상능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극히 한정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제정․공포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1)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정부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2) 적용범위는 전 산업에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율이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3)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實績料率主義를
취함으로써 사용자의 재해방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평부담을 도모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數次에 걸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적용대상의
확대를 통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즉,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되던 것이 1989년 현재는 시행령 제 2조에 명시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5人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연도별 산재보험적용 확대 추이를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연도별 산재보험적용 확대 현황

2. 災害補償要件으로서의 業務上 災害
가. 業務上 災害의 意義
산재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을 하던가 또는
산재보험제도에 의해 보험관장자가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 업무외' 의 재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조사 쌍방에
있어서 보상책임의 유무와 보험급여의 내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 3조 1항)고 정의하고 있지만 '업무상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행정해석 또는 判例등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지만 업무상 재해의 인정문제는 산재보상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재해의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산재보상보험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예규 제92호(1983. 10.
20)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業務遂行性과 業務起因性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二要件主義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중에서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一要件主義의 대립이 있어왔다.

1) 業務遂行性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물론이려니와 업무와 부수해서 생긴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노동부 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3조 제1항은 업무수행성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자가 작업중, 작업준비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 제3조 제3항에서는 "재해원인이 不明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 재해발생이 근로자의 업무이탈, 自害 또는 순수한 私的行爲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다만, 재해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不明한 경우에는 의학적 所見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축소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중에 발생한 재해도 근로자의 건강유지 또는
사기앙양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제7조 제3항).

2) 業務起因性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한 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었다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든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에 업무기인성이 성립하며 이것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동부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3조 제2항에서도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相當因果關係說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와 재해간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점이다.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하려는
근로자측이 부담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측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서도 産災保險法의 社會保障的 性格을 참작하여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용자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고 하여 통근버스와 같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통근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3) 結 語
우리나라는 1981년 12월 17일 개정 이전의 産災保險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재해"라고 정의하여 二要件主義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現行法에서는

제3조 제1항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하여 종전의 엄격한 二要件主義를 탈피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사실 二要件主義를 法定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도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측면에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하지 않고 업무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바1), 현행법의
태도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노동부 예규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
3조에서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學說과 判例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개념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産災保險의 管理運用
가. 관리운용의 주체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사업의 관리운용주체는 노동부장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관리운용주체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외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의, 재해방지
기타 근로복지사업을 전개한다.
노동부장관의 보조기관으로서 노동보험국에는 보험관리과, 보험징수과, 산재보상과의 3개 課가
있어 관계법령의 통일적인 운용 및 제도의 개선, 보험료율의 결정, 산재보험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등의 회계운용을 관장한다.
산재보험실무를 실제로 담당․집행하는 지방집행기구로서는 지방노동청과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있다.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요양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요양급여심의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의 범위와 기준 및 요양비 수가기준의 책정과 진패 및 이에 따른 장해 정도의 판정 기타
요양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산재보험법 제9조의 3).
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하고 있으며 동 회계의 관리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산재보험특별회계의 세입은 보험료, 산재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
등이며, 세출로서는 보험금, 보험료의 반환금, 기금적립금, 재해예방 및 보험시설비,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일시차입금의 이자, 근로복지공사에의 출자금,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기금에의
출연금,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 사무비 및 기타의 비용 등이
있다(산재보험특별회계법 제3조).
다. 국고부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정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2조의 2).

4. 産災保險의 適用範圍

가. 개요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한다(산재보험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나 大統領令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만을 적용하고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아무
제한없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적용관계는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을 받는 강제적용사업과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다.
나. 强制適用事業

1) 강제적용사업의 의의
강제적용사업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며, 당해 사업이 개시되거나 또는 사업이 소정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당연적용사업이라고도
한다.
가제가입방식 또는 당연가입방식을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복지연금 등의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강제적용함으로써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 사회보험이 가지는
사회정책적 요구,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2) 강제적용사업의 범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서 법률상 당연히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을
경제적용사업 또는 당연적용사업이라고 하며 다음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伐木材積量이 800㎥이상의 사업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아래 열거하는 사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도매업․소매업 중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매업 포함)
․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사회서비스업중 경비업과 자료조사․처리 ․제공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에 열거한 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화제작․ 영화배급 및 상영업, 라디오 및 텔레비젼방송업, 극장운영업
․골프장 또는 경마장을 경영하는 사업
․유원지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선업
․세탁 및 염색업

․사진처리업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다. 任意適用事業

1) 임의적용사업의 의의
임의적용사업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중에서 강제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에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산재보험법 제 6조 제2항).

2) 임의적용사업의 범위
임의적용사업의 산재보험가입여부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적용사업은 다음과 같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농업, 수렵업, 임업 (벌목업 제외) 및 어업
°도매업, 소매업 (강제적용대상 제외)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강제적용사업 제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강제적용사업 제외)
-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라. 비적용사업
산재보험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비적용사업이라고 하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과 特別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부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각기 독자적인 산재보상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고 산재보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 國外事業에 대한 特例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국내법의 효력이 국외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로기간중 발생한 피재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34조의 4).

5. 保險關係
가. 보험관계의 의의
보험관계라 함은 보험관장자인 정부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의 사이의 보험료의 징수․납부의
관계, 그리고 근로자 및 그 유족과 정부사이의 보험급여의 청구․지급 관계의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나.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라 함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제반업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해당한다.
산재보험법은 그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재보험법 제 6조 제 1항).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의 모든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이므로 개인 경영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말하고 회사,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각종 재해보상의무는
보험관장자인 정부가 실시하는 보험급여의 범위내에서 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다. 보험관계의 성립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라 함은 산재보험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납부의무, 보험관장자에게는 보험급여의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청구권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2) 강제적용사업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강제적용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강제적용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의 납부 등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정부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의 관장자인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소정의 보험급여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그 사업이
강제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당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의적용사업의 경우
임의적용사업의 보험관계의 성립은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사무서에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보험가입 승인일이 보험관계의 성립시기가 된다.
라. 보험관계의 소멸
보험관계의 소멸이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보험관계를 해소시켜 그 이후의 산재보험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의 소멸사유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기간이 있는 공사가 끝난 경우 또는 임의가입한
사업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다(산재보험법 제 8조 제 1항).

6. 保險給與

가. 보험급여의 의의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말한다.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無過失責任으로서의
보상책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적용사업의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당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보험법 제11조 제 1항).
보험급여의 청구는 산재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인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이
관할지역노동관서의 장에게 직접 행한다.
나. 보험급여의 산정
산재로 인한 노동력상실에 대한 보상은 피재근로자의 재해발생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定率補償方式에 의한다. 그러나 피재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몇가지 예외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임금변동순응률제도, 보험급여의 최저보장제도,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제도 등이 그것이다.

1) 定率補償方式
정률보상방식이라 함은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하며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의 산정은 이 방식에 의한다.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2) 보험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보완제도
가) 임금변동순응률제도
임금변동순응률제도라 함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피재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2)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피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재보험법 제 9조 제 4항).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게되므로 피재근로자가 장기간 연금을 받는 경우에 물가나 임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보험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에서는 일반 임금수준이 일정한도를 넘어서 변동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보험급여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나) 보험급여의 최저보장제도
보험급여의 최저보장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법 제
9조 제 5항). 이와 같은 제도는 보험급여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률보상방식에 의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낮은 저임금근로자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
보험급여의 최저보상제도는 상병치료 중에 지급받게 되는 휴업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임금변동순응률제도만 적용될 뿐이다 (산재보험법 제 9조 제 5항 단서).
다)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진폐근로자는 진폐가 발견된 시점에서는 이미 작업능률저하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결국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므로 이들이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3).
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으며,
특별급여로서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1)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의 의의
요양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보험관장자가
필요한 요양을 직접 행하거나 또는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다른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수입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사유
첫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 제 9조의 3 제 2항).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産災保險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 요양급여의 방법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방법에는 현물급여로서의 요양의 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급여로서의 요양비의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 9조의 3 제 1항).
① 요양의 급여 (현물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요양비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관장자인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보험시설과 전국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게 되면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치료비용은 노동부의 관할지방사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게 된다.
② 요양비의 지급(현금급여)

현금급여라 함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9조의 3 제1항
단서)라는 규정에 의해 현물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원칙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반드시 산재지정병원 근처에서만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출장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산재지정 병원이 인근에 있다 하더라도 산재환자의 부상이나 질병치료에 적합한
전문의나 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때에는 먼저 피재근로자가 그러한 의사나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불하게 한 다음 당해 치료비를 나중에 요양비로서 관할
지방사무소에 청구하면 된다.
라) 요양범위
요양급여로서 행해지는 요양은 재해근로자의 근로능력의 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요양기간이나 요양금액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요양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
요양의 내용 내지 범위는 산재보험법 제 9조의 3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휴업급여
가)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휴업기간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말한다.
나) 휴업급여의 지급사유
첫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외의 사상병의 요양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둘째,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휴업급여의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서 지급한다.

3) 장해급여
가)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완치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나) 장해급여의 지급사유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어야 한다.

둘째, 남아있는 신체의 장해가 산재보험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 장해등급 제 1등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상태라야 한다. 따라서 신체에 傷痕이 남아 있어도 그 장해가 법령에
규정된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의 종류에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있다. 장해정도가 심한 장해등급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장해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택일하여 지급하고,
장해등급 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만 지급한다.

4) 유족급여
가)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나) 유족급여의 지급사유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업무상 사망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는 물론, 일단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확실하거나 항행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고로 생사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간 생사가 불확실한 경우 당해 근로자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 9조의 2 제 1항).
다)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종류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의 두가지 제도가 있으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보상연금액은 시행령 [別表 2]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상병보상연금
가)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상병보상연금이라 함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그 상병을 위한 요양이 장기화
되어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또는 그날 이후에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당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되는 연금형태의 보험급여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 9조의 7).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산재보험법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독특한 보상제도이다.
나)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첫째,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었어야 한다.

둘째,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셋째,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별표 4] 의 제 1급 내지 제 3급에
해당하는 폐질이어야 한다. 즉 완전노동력상실(100% 노동력상실)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제 1급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313일분을, 제 2급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77일분, 제
3급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45일분을 각각 지급한다. 이 상병보상연금의 액은 장해보상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 1급부터 제 3급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액과 동액으로 되어 있다.
다)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와의 관계
상병보상연금액은 폐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요양급여는 계속 행하여지지만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재보험법 제 9조의 7 제
3항).

6)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험급여의 일종이다.
장의비는 당해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7) 특별급여
가) 특별급여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여 이외에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재판은
노사양측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송문제로 인한 노사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근로자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970. 12. 31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가
마련되었고 1982. 12. 31 산재보험법 개정시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는 동시에 장해특별급여를
추가로 신설하여 1984.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 특별급여의 종류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①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제 1급 내지 제 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산재보험법 제 9조의 5의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조 제 1항).
②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산재보험법 제 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조의 2).
다) 특별급여의 지급요건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의 故意나 過失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만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7. 保險料率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同種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제20조). 그런데 보험료율은 法定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保險年度마다 사업종류 (小分類) 별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保險收支를 감안하여 이를 數等級으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산재보험법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결정기준 (노동부예규 제 129호) 제 3조).
예컨대 1989年度 産災保險料率表 (노동부고시 제 88-61호, 1988.12.21)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6개의 대분류 사업과 59개 중분류 사업으로 구분하여 중분류 사업별로 재해율을 감안한
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보험료율은 석탄산업의 177/1000이고, 가장 낮은
보험료율은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전자제품제조업, 水道業 등의 2/1000로서
전체평균보험료율은 15.5/1000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재해율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상이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同種의 사업이라도 사업장별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조건,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의 정도에
따라 재해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재해율이 특히 낮은 사업장이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면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재해발생에서 오는
부담이 실제 재해발생정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해방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同種의 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差等化함으로써 공평부담과 재해예방노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산재보험법 제22조에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이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額에 대한 보험급여의 額의 비율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40%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보험료율결정의 特例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特例의 적용대상을 상시 50 인 이상
또는 연간연인원 12,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48조) 강제적용사업 중에서도 건설업, 수도업 등과 상시 50인
미만 또는 연간연인원 12,5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8. 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關係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는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民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배상 또는 보상제도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들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재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보상 또는 배상제도로부터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産災保險法 제11조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勤勞基準法上의 災害補償과의 관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은 다같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상호조정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서는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보험법 제11조 제 1항) 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民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근로기준법 제87조) 고 규정하여 양 제도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3일 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지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의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나.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責任과의 관계
손해배상제도는 過失責任主義를 원칙으로 하여 他人의 違法行爲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無過失責任主義를 원칙으로 하여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兩者는 그 근본성격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보험급여나 손해배상의 어느 一方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他方에 그 만큼의 손해나 보험급여가 감소되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兩者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1조 제 2항과 제 3항에서는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民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한 손해배상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강제가입시켜 자동차사고 발생시에 일정 한도내에서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産災保險法
제15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하며,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 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액이 먼저 지불되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행하여지지 않으며 반대로 산재보험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급여액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求償을
요구하게 된다.
주석 1) 文元柱. 趙錫漣(1989), p. 205.
주석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급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 1항).

第 3節 우리나라의 産災發生 및 災害補償 現況
1. 우리나라의 産災發生 現況
가. 産災發生 現況

1988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産災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101,445개 사업장의 5,744
천명인데 이는 같은 해의 전체 취업자 16,870천명의 34%, 임금근로자 9,610천명의 60%에

해당한다.
産災保險 가입자 중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주고 있는데
'88 년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142,329 명이 발생하여 '87 년의 142,596 명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재해율도 87년의 2.66%에서 '88 년에는 2.48%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자수와 직업병 발생자수, 신체장해자수는 증가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産業災害 發生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産災保險金 지급에 따른 직접 손실액
2970억원과 근로손실에 따른 간접손실액 1조 1880억원을 합쳐 총 1조 4850억원에 이른 것으로
노동부는 추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액은 '88년도 국민총생산(GNP) 123조 5790 억원의
1)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産災發生狀況을 나타내는 指數로서는 흔히 度數率, 强度率 千人率이 사용되고 있다. 度數率은
100萬 延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서 재해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고, 强度率은 1千延勤勞時間當 근로손실일수가 얼마인가를 나타내며 재해의 정도를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지수이다. 또한 千人率은 근로자 1 千名當
재해자가 몇 명이나 발생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1988년의 産業災害發生狀況을 産業別로 구분해 보면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재해자數와 재해건수에 있어서는 제조업 분야가 가장 높지만 산업별 度數率, 强度率 및 千人率에
있어서는 광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광업부문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표 2-2>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발생현황

<표 2-3> 산업별 재해발생 현황(1988)

나. 연도별 재해발생 추이

1978년부터 1988년까지의 산업재해 발생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度數率과 千人率은 1978년에서 1980년 사이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1981년과 1982년에는 다시
급증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度數率은 1978년의 16.63에서
1988년에는 9.26으로 현저히 낮아졌다. 그러나 强度率은 1978년의 2.74에서 1988년에는 2.25로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度數率이나 千人率은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强度率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재해발생의 빈도는 감소되었으나 재해의 정도는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만을 별도로 보면 <표 2-5>와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재해의 비교지수로서 萬人率을 사용하는데 萬人率은 延勤勞者 1萬名當
사망자수로 정의된다. 萬人率은 1978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 災害의 정도에 있어서는 가벼워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4> 연도별 재해발생 추이

<표 2-5> 사망재해 발생 추이

다. 産災發生原因
노동부의 「'88 産業災害分析」에서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관리적 원인과 직접원인으로 대별하고
직접원인은 다시 시설물의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한 物的 要因과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人的
要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부에서는 <표 2-6>과 <표 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산업재해를 관리적 원인,
인적 요인, 物的 要因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전체 산업재해중에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人的인 요소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등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표 2-6>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리적 요인 중에서는 기술적 원인이나 작업관리상
원인보다는 안전지식의 불충분, 경험․훈련의 미숙, 작업방법의 교육불충분과 같은 교육적
원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産災發生의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교육의
소홀은 <표 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전한 자세․동작, 기계․기구의 잘못 사용으로 인한
재해발생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재해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被災者의 근속년수별 분포를 보면 <표 2-8>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피재자의 53.6%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해발생률이 감소하여 5년 이상 근속자는 전체 피재자의 11.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은 주로 안전교육 미숙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수칙
불이행이 산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임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2-6> 1988년도 산업재해 발생원인 (Ⅰ) (관리적 원인)

<표 2-7> 1988년도 산업재해 발생원인 (Ⅱ) (직접원인)

<표 2-8> 산업재해자의 근속기간별 분포(1988)

라. 産業災害率의 國際比較
먼저 산업재해의 度數率과 强度率의 추이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표 2-9>에서와 같이 1988년 현재
度數率은 일본의 4.4배, 强度率은 일본의 12.6배나 되어 재해발생의 빈도가 일본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재해의 강도에 있어서도 사망자나 중상자가 일본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産災死亡率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표 2-10>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인 필리핀, 싱가포르, 멕시코보다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에 비하여
4.7배, 일본에 비하여 14배, 영

<표 2-9>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재 도수율과 강도율 추이

<표 2-10> 산재사망률의 국제비교

국에 비하여 20배나 높은 수준이어서 산업재해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급격한 감소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産災率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등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산재보험 비적용업종에서의 産災率이 평균재해율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거의

전업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선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선진국보다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2. 우리나라의 産災保險 收支狀況
연도별 산재보험의 收支狀況을 보면 <표 2-11> 과 같다. 1964년 이후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적용사업장수와 대상근로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을
주종으로 하는 수납액과 보험급여를 주종으로 하는 지출액 모두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험료의 수납률은 197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자발적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소요 행정인력은 담보상태에 있어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保險收支率은 1988년 현재 97.6% 로서 거의 收支均衡을 이루고 있다 .
<표 2-11> 연도별 산재보험수지 현황

주석1)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에 대한 部分補償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지급액을 직접손실로
간주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추정한 경제적 손실액은 실제 손실액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第 4節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經濟學的 分析
1. 産災防止의 社會的 適正水準 決定
人間의 생산활동에는 어느 정도의 危險이 따르게 마련이다. 수렵생활을 하던 원시사회에서도
사냥을 하는데는 사나운 맹수를 만날 위험성, 노루나 토끼 등을 사냥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나뭇가지에 찔려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더구나 기계화된 거대한 生産設備와 多數의
勞動力이 企業이라는 조직체에 결합되어 統一的이고 有機的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現代産業社會에서의 災害發生可能性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生産活動에 있어서의
災害發生은 必然的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人間이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생산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는 생산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期待收益(expected benefit)이 생산활동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입게 될지도 모르는 損失, 즉
期待費用(expected cost) 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産業安全(industrial safety) 이란 아무런 代價없이 얻을 수 있는 自由財(free goods)가 아니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經濟財(economic goods)이다. 産業安全 내지 産災豫防을
위해서는 일정한 人的․物的資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資源가운데서 産業安全이라는
財貨를 창출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여 어느 수준의 産業安全을 유지하는 것이
社會的으로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或者는 産業災害가 全無한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산업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가운데서 다른
분야에의 투자를 줄이고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社會全體의 福祉水準의
極大化를 위한 資源의 效率的 配分側面에서 보면 100%의 産業安全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업안전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産災防止의 收益과 費用에 대한 分析이 선행되어야 한다.
産災防止로 인한 收益은 産災防止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근로자의 신체장애와
경제적․정신적 손실뿐만 아니라 보험료지급에 따른 손실, 근로손실로 인한 생산차질액 등
産災로 인한 損失이 産災防止로 인하여 감소함으로써 얻는 利益을 말하며, 産災防止의 費用은
産災發生을 줄이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안전장비설치비, 안전요원의 훈련비 및 배치 후의 인건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비, 감독관청의 産災豫防과 관련된 人的․物的費用을 말한다.
追加的인 産災防止로 인하여 얻게되는 限界收益이 限界費用보다 클 경우엔 人的․物的資源의
일부를 産災防止에 투자하여 産業安全水準을 높이는 것이 社會全體의 福祉向上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産災防止의 限界收益이 限界費用보다 작을 경우엔 産災防止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社會全體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産業安全의 適正水準은 産災防止의 社會的 限界收益(social marginal benefit)과 社會的
限界費用(social 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水準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산업안전의 사회적
적정수준은

[그림 2-1]에서 S*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2-1] 産業防止의 社會的 適正水準

2. 産災防止의 社會的 適正水準과 私的 適正水準의 乖離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안전의 사회적 적정수준이 市場機能에 의해 自動的으로 달성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재화나 용역의 생산비용과 收益이 同一人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私的 費用과
社會的 費用이 일치하고 私的 收益과 社會的 收益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업이 利潤極大化의
原理에 의해 행동하는 한 限界收益과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을 할 때 企業의
利潤極大化는 물론 社會的 厚生도 極大化된다. 그런데 産業安全의 경우 産災防止의 收益과
費用이 同一人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産災防止費用의 대부분은 使用者가 부담하는데 반하여 産災防止로 인한 收益의 대부분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私的 費用(private cost)과 社會的 費用(social cost)의 괴리, 私的
收益(private benefit) 과 社會的 收益(social benefit)의 괴리문제가 발생한다.
産災防止의 社會的 收益은 勤勞者, 使用者 및 政府의 收益의 合이며, 社會的 費用은 근로자,
사용자 및 정부가 지불하는 費用의 合이므로 企業立場에서 본 産災防止의 私的 收益과 費用은
각각 社會的 收益과 費用보다 낮은 水準이 될 것이다. 그러나 産災防止로 인한 收益의 대부분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그 費用은 대부분 使用者 또는 企業이 부담하기 때문에 社會的 費用과 私的
費用의 괴리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社會的 收益과 私的 收益의 괴리는 대단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2-2]에 표시되어 있다. 企業이 利潤極大化의 원리에 따라
産災防止를 위한 投資를 할 경우엔 私的 限界收益(private marginal benefit)과 私的 限界費用(private
*
*
marginal cost) 이 일치하는 P 수준만큼만 産災防止投資를 하게될 것이므로 社會的 適正水準인 S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私的 收益 및 費用이 社會的 收益 및 費用과 괴리현상이
될 경우에 市場機能에만 맡겨두면 産災防止에 자원이 過少投資되어 資源의 효율적 배분과
社會厚生의 極大化를 이룰 수 없게 되는 이른바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현상이 발생하여
國家의 介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2-2] 産災防止의 社會的 適正水準과 私的 適正水準의 乖離

3. 補償的 賃金隔差와 適正産災防止
그런데 근로자들이 勞動市場에 대한 完全한 情報(perfect information) 를 갖고 있어서 各 事業場別
産災發生可能性과 위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근로자의 勞動移動이 完全히 자유스럽거나
團體交涉力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면 市場機能에 맡기더라도 産災防止問題는 社會的인
適正水準에서 결정될 수 있다 (朴世逸, 1983). 위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限 産災危險이 높은 事業場에서는 産災危險이 낮은 사업장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야
근로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즉 産災發生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損失이 임금에 충분히
반영된 補償的 賃金隔差1)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가 존재할 경우엔 산업안전문제도
市場原理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정 경비를 지출하여 산재발생의 위험도를 낮추면
그만큼 補償的 賃金隔差를 줄여도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산재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限界費用과 낮아진 보상적 임금격차로 인한 임금지불액 감소액
만큼의 限界收益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산재방지투자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産業安全이라는
서비스를 보상적 임금격차의 감소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셈이 된다.
産災危險에 따른 보상적 임금격차의 규모는 근로자들의 산재위험에 대한 選好(preference)와
産災防止에 드는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效用을 극대화하려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負의 效用(negative utility)을 주는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 일하려 할 것이므로 임금수준과
産災危險性間에는 [그림 2-3] 과 같은 效用無差別曲線(utility indifference curves) 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임금을 조금만 올려 주어도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려 하지만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인상이 주는 효용의 증가보다 산재발생위험의 감소가 주는 효용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임금과 산재위험도간에는 限界代替率遞減(diminishing marginal
rates of substitution) 현상이 발생하여 임금과 산재발생위험도간의 효용무차별곡선은 [그림 2-3]
에서와 같이 아래쪽에서 보아 볼록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같은 위험도에서는 높은 임금이 보다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그림 2-3] 에서 위쪽에 있는 무차별곡선일수록 높은 효용을 나타내고
있다. 즉 효용의 크기로 보면 U3〉U2〉U1 이 된다.
그런데 사람마다 危險忌避性向(risk aversion) 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와 임금간의
효용무차별곡선의 모양도 다르게 된다. 위험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람은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높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일하려하지 않을 것이나 위험에 대해 덜 민감한 사람은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임금만 인상시켜 주어도 일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 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기피성향이 높은 사람의 효용무차별곡선(AA') 은 위험기피성향이 낮은 사람의
효용무차별곡선(BB') 보다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림 2-3] 임금과 産災危險性間의 效用無差別曲線

[그림 2-4] 危險忌避性向에 따른 無差別曲線의 형태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해방지시설을 하여 産業發生可能性을 줄이게 되면 産災에 대한 補償的
賃金隔差를 줄여도 되기 때문에 같은 利潤水準을 전제한다면 임금과 産災危險度間에는 正의
相關關係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임금과 재해위험도간의 관계는 [그림 2-5]의
等利潤曲線(isoprofit curves) 으로 표시할 수 있다. 等利潤曲線은 동일 수준의 이윤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과 재해위험도간의 여러 가지 配合點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재해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예컨대 [그림 2-5] 의 M 點에 있을 때는 가장 저렴하고 손쉽게 재해를 낮출 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하게 되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일정한 투자로부터 재해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어 재해위험도 방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일정한 비용으로 재해방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엔 이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재해 위험도를 1단위 낮추는데 필요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같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하락도 소폭에 그치게 된다. 즉
재해방지지출에 대한 限界收益(marginal returns to safety expenditures) 이 비교적 높을 것이다.
그러나 재해위험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을때, 예컨데 [그림 2-5] 의 N 點에 있을 때는 같은
규모의 재해방지시설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産災危險度 방지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에
재해위험도 1단위를 낮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지며, 따라서 같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도 1 단위 감소에 따른 임금하락의 폭은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限界收益率이 遞減하기 때문에 等利潤曲線은 [그림 2-5] 와 같이 아래서 보아 오목한 형태(concave

from below)를 취하게 된다.
[그림 2-5] 에서 같은 위험도하에서는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等利潤曲線일수록 높은 이윤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2-5] 等利潤曲線

[그림 2-6] 災害防止費用의 差異와 等利潤曲線

완전경쟁하에서는 어느 기업이 正常利潤(normal profit) 이상의 이윤을 얻고 있을 경우엔 새로운
경쟁기업이 진입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純利潤(net profit)이 零(zero)인 상태에서
가동되게 되므로 等利潤曲線도 장기적으로는 純利潤이 零인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각
사업장마다 産災危險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다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재해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재해방지시설을 해도
재해발생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재해위험도를 1단위 낮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 재해위험도를 낮추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이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도를 낮추면 임금도 크게 인하시켜야 하기 때문에 等利潤曲線은
[그림 2-6] 의 YY' 와 같이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산재위험도를 낮추기가

용이한 사업장의 等利潤曲線은 [그림 2-6] 의 XX' 와 같이 그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들은 그들의 效用을 극대화시켜주는 직업을 선택하려할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임금수준이 같은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는 재해위험도가 가장 낮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며,
재해위험도가 같은 직업 중에서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림 2-3] 과 같은 무차별곡선 중에서는 효용이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 즉 가장 윗쪽에 있는
무차별곡선상에서 직업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사용자들은 利潤極大化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림 2-5] 와 같은 等利潤曲線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윤을 시현해 주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等利潤曲線上에서 생산을 하려할 것이다.
근로자마다 위험기피성향이 다르고 기업에 따라 재해방지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사정과
근로자의 性向에 따른 균형점은 [그림 2-4] 와 [그림 2-6]을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그림 2-7]
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2-7] 에서 위험기피성향이 매우 높은 근로자(A) 의 효용무차별곡선은
AA'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가장 높은 효용은 무차별곡선 AA' 와 等利潤曲線 XX'와 접하는
EA點에서 달성된다. 즉 위험기피성향이 강한 근로자는 재해방지시설을 하는데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X) 을 선택하여 WAX의 임금과 PAX의 위험도下에서 일을 하게 된다. 만일
근로자 A가 Y기업을 선택하면 그의 효용은 A1A1' 로 표시되는 무차별곡선 수준밖에 되지 않아
A2A2' 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 반면에 위험기피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B) 는
재해방지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Y)을 선택하여 EB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경우 임금은 WBY, 위험도는 RBY 가 된다.
이와 같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産災發生危險度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보상적 임금수준도
높게 나타나며, 위험기피성향이 강한 근로자일수록 재해방지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기업에서 임금은 다소 낮더라도 낮은 재해위험도하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게 된다. 즉
재해발생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들이 완전히 알고 있고 勞動力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산재발생빈도가 보상적 임금격차에 반영이 되므로 사용자는 보상적 임금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
産業安全施設에 대한 투자유인이 존재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안전시설설치로 인한 기업의
限界收益曲線이 右上方으로 이동하여 시장기능에 맡기더라도 産災防止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대 市民法思想이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完全競爭市場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각 사업장의 産災可能性과 위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그림 2-7] 産災危險度와 賃金의 決定

노동력의 이동도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한 현실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補償的 賃金隔差의
수준도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경우보다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사용자의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社會的으로 바람직스러운 수준에 미달되게 되어 자원의
最適配分과 국민복지의 극대화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産業安全基準을 정하여
일정수준의 安全度 유지를 의무화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産災補償保險制度에 의해
2)
被災勤勞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4. 商業安全基準 賦課에 의한 産業安全水準의 提高
우리나라의 産業安全保健法 제 4조에 의하면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適正基準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同法 제17조와 제18조에서 위험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同法 施行規則 제 2편에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열거되어 있다. 또한 同法
제44조에는 위와 같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재해방지투자를
하도록 法的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을 法的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에 맡길 경우 산재방지에
따른 私的 費用 (收益) 과 社會的 費用 (收益) 의 괴리로 인하여 産災率이 사회적인 적정수준
이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法的으로 강제된 산업안전기준(<그림 2-8> 의 P' )은 기업의
*
이윤극대화 수준(<그림 2-8> 의 P )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림 2-8] 의 △ABC 만큼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안전기준설치를 회피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데 △ABC 의
추가비용과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이 발견되어 받게되는 期待損失 (발견될 확률X 벌금) 을
비교하여 前者가 後者보다 클 경우엔 사업주는 안전기준설치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안전기준설치 감시

[그림 2-8] 産業安全基準 强制賦課에 따른 企業의 損失

인원을 늘려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견될 확률을 높이거나 벌금을 강화하여
기대손실을 △ABC보다 크게 하여야 안전기준설치의 法的强制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人的촵物的 자원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市場이 경쟁제한적일 경우 기업은 제품가격을 인상하여 안전기준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轉嫁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며,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점과 費用最小化의 방법이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5.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와 産業安全水準
우리나라는 1964년 이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産災保險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그런데 산재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注意와 산재예방 노력도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産災를 낮추는데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産災保險의 보상수준과 보험료율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목적으로 하는 안전기준의 달성문제간에 상호밀접한 관계를 갖게 만든다.
産災補償水準을 높이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용자의 산재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바꾸어 말하면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限界收益의 증가를
가져와 限界收益曲線이 右上方으로 이동하여 산업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산재율을
낮추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반면에 높은 보상수준은 근로자가 산재발생시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되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방지를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산재보상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산재방지 노력에
각각 正反對의 효과를 갖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을 고려하면서 산재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産災에 대한 部分補償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주석1) 누구든지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산재발생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근로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과 경쟁하여 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보상적 임금격차라 부르는데 이는
산재위험이라는 작업조건의 불리함을 보상해 주기 위한 임금격차라는데 연유한다.
주석2) 그러나 産業安全問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어떤 형태의 개입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朴世逸(1983)을 참고하기 바람.

第 5節 現行 産災補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적용사업장의 범위
산재보상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法制 중 가장 중요한 것이 勤勞基準法과 産災保險法인데 그동안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확대와 보상수준의 향상으로 현재는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4월 1일의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 2조에 의해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 많은 업종과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측면에서 산재보험이 모든
업종촵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보험의 관리운용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정부, 즉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촵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산재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이유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촵공정한
보상을 하려면 업무상 재해여부의 인정, 장해등급의 정확한 판단 등에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보험급여지급의 판단의 통일성촵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여 보험사업의 공평하고 적정한 기준의 확립과 그 집행을 확보하고 보험사업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최소비용으로 최선의 보험급여을 실시하려면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沫福, 1989).
산재보험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1964년 당시에는 민간부문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경제의 많은
부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제촵사회의
발전으로 이제는 민간부문의 自治촵自建촵自救能力이 크게 신장되었고 민간의 참여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요구도 점증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능의 효율화촵합리화 측면에서 과거에는
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많은 업무들이 公社化되거나 민간부문에 이양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업무는 정부주도하에 실시되어 이제는 우리사회에 정착된지 오래된 제도로서 더 이상
노동행정의 일선기관이 보험료징수 및 보험료지급 업무까지 직접 맡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산재보험업무는 公社化를 추진하여 노동부는 제도운용에 대한 정책개발과
감독업무를 맡고 보험사업의 관리촵운용의 실무적인 업무는 公社에 맡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재보험업무의 公社化를 추진할 경우에는 勤勞福祉公社와
韓國産業安全公團의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여 이들 조직을 활용하거나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료율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保險年度마다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業種別로 상이한
料率을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21조). 또한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40/100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增減할 수 있는 보험료율 결정의 特例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 22조). 이와 같이 재해율이 낮은 업종에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본 산업안전의 私的 限界收益을 증가시킴으로써 산업안전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료율은 기본적으로 事業場別 요율체계가 아니라 業種別
요율체계이므로 동일업종 내에서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해율을 현저히 낮추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시에 재해율을 낮추지 않으면 당해 업종의 평균 재해율은 거의 변동이 없게 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해율이 당해 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현저히 낮은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동일업종내의 각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재해율을 낮추기 보다는 다른 사업장의 산업안전노력으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보려는 無賃乘車者(free rider)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보험료율결정의 特例制度에 의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特例適用對象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적용범위도 40%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재해율을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특례적용대상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특례적용폭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 결정을 현행 業種單位에서 事業場 單位로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장별 재해율
1)
감소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석 1) 金敎淑(1988)은 사용자연대 내지 국가책임에 의하여 산재보상을 하는 社會法原理와
산재보상의 社會保障化現象에 의하여 개별사용자에게 재해예방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료율결정의 特例制度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며 보험료 형태에
관하여는 사용자간의 共同連帶라는 社會法的 관점에서 單一保險料率制가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第 3章 主要 先進國의 通勤災害保護制度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세기말에는 英國型의

直接補償方式과 獨逸型의 産業災害補償保險方式으로 大別되게 되었으며, 제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각국간의 차이가 좁혀져 産災保險方式으로의 제도적 접근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상호 접근하면서 그 특수성이 크게
줄어들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각 나라마다 상대적인 독자성은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산업재해보상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통근재해에 대한 각국의
立法例를 알아보기로 한다.

第 1節 通勤災害에 대한 ILO 條約과 勸告
ILO(國際勞勤機構)는 그 헌장 前文에서 "고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 부상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 즉 산업재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창설이래 근로자의 재해보상, 직업병보상
및 재해방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약과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각 가맹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4년에 채택된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의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에 관한 조약」 (條約 제 121호)
에서는 "각 가맹국은 노동재해 (통근재해를 노동재해로 간주하는 조건을 포함함) 의 정의를
규정하고 또 ILO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조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서
노동재해의 정의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이외의
諸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고 또 이 사회보장제도 등이 통근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부의
합계액이 조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급부와 최소한 동등한 때에는 통근재해는 노동재해의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통근재해를 노동재해 내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이외의 제도로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ILO 條約 제121호와 함께 채택된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의 경우의 급부에 관한 권고」 (ILO 권고
제 121호)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가맹국은 소정의 조건하에 ........작업장과 다음에 열거하는 장소와의 직접 이동중에 입은
재해를 노동재해로 취급하여야 한다. ① 피용자의 주된 또는 종된 거소, ② 피용자가 통상 식사를
하는 장소, ③ 피용자가 통상 보수를 받는 장소"
통근재해를 노동재해로 취급하도록 하는 ILO 의 권고가 채택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로서 일부
국가대표에 의하여 비난을 받았을 정도로 고도의 수준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후 日本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통근재해를 인정하여 보상하는 나라가 없는 것을 보면 각국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음의 제 2절과 제 3절에서는 주요 외국에서의 통근재해에 대한 取扱例를 살펴보기로
한다.

第 2節 大陸法系 國家에서의 通勤災害保護制度
1. 西 獨
가. 산업재해보상제도 개요
서독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세계 최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는 1884년의
「災害保險法」(Unfallversicherungsgesetz)이 제정된 이래 수차에 걸친 개정에 의하여 적용범위와
운영면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거듭하였지만 그 기본구조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災害保險法」은 「勞動者醫療保險에 관한 法」 과 「障碍 및 老齡保險에 관한 法」과 함께
1911년 「라이히 保險法」(Reichsversicherungsordnung = RVO)으로 통합편찬되어 오늘날에도
西獨의 사회보험법의 中核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産災補償制度가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직접보상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큰 변화를 보인 것에 비하여 서독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다.

1) 보험관계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법률에 의한 피보험자와 規約에 의한 피보험자 및 任意被保險者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에 의한 피보험자는 근로관계 내지 견습관계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자와
학생 등이며, 일정한 범위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그 배우자도 규약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사업주라 함은 주로 소규모 사업의 경영자 및 수공업자이다.
임의 또는 자율피보험자는 법률 또는 규약에 의한 가입자 외에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서독에서의 산재보험은 당초에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교육중에 있는 각급학교 학생, 대학생, 유치원생 및 직업교육생 및 가사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어 이제는 산재보험의 성격을 떠나서 일반적인 재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서독에서 노동재해(Arbeitsunfall) 라 함은 피보험자가 RVO 제 539조, 제540조 및 제543 조 내지 제
545조에서 규정한 「활동(Tatigkeit) 을 함에 있어 입은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RVO 제 548조
제1항).
이 중 제539 조 및 제540 조는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를, 제 543조 및 제544 조는 보험자의 규약에
의한 보험관계를 각각 규율하고 있으며, 제545 조는 자율보험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
제 539조 제1 항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근로관계, 고용관계 또는 견습관계에 의한 취업자
2. 가사사용인, 副職長(Zwischenmeister), 가내영업자 (제 162조), 그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배우자
및 기타 사용인
3. 예술적 또는 技藝的 작품의 전시 또는 演技를 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진 자
4. 고용촉진법(AFG) 제132 조 또는 연방사회보호법(BSHG)에 따라 신고의무를 진 자로서
가. 그 신고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소를 찾아 가거나,
나. 연방노동공사(Bundesanstalt für Arbeit)의 사무소 또는 船員求人所의 부름에 따라 同 사무소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찾아 가는 자
5. 기업가로서 그 자신이 농업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그와 함께 가사 공동체에 거주하는 배우자,
기업에서 농업의 보호 및 진흥 (농업자치 및 이를 위한 단체를 포함)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
6. 해상영업가로서 沿岸船主 및 沿岸漁夫인 자 중 자신의 선박에 승무하거나, 선박없는
연안어부로서 漁勞하는 자 및 보수를 代償으로 고용되어 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된 피용자가
없거나 4인 이하인 사업장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배우자로서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자
7. 보건업무, 獸醫業務,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8. 불행을 당한 자에게 助力을 주는 기업에서 활동하는 자 및 그 기업의 교육행사참가자 및 同
修習員
9. 아래와 같은 일을 하는 자:
가. 불행, 공공의 위험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助力을 주거나, 현존하는 생명의 위협 또는 현저한
신체와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타인을 구조하는 사업
나. 연방, 州, 郡, 面 또는 그 밖의 공법상의 단체, 營造物 또는 財團의 소속원이 공무상 원조를
청하였을 때 이에 응하여 助力을 주는 자
다. 위법하여 형법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를 추격 또는
체포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자
10. 獻血者 및 身體器管 증여자
11. 노동보호규정 또는 재해방지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는 자
12. 가. 해당관서로 부터의 요청에 따라 또는 현존하는 위험에 응하여 행동하여 防空業務를 행한
자
나. 연방자위단(Bundesverband für den Selbstschutz)의 자원봉사자

다. 연방민방위국(Bundesamt für Zivilschutz), 연방자위단 또는 방공원 조소의 교육행사참가자 및
동 수습원
13. 연방, 州, 郡 ,面 또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영조물 또는 재단에 비상근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법률상 그 생계확보를 위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및 법원, 검찰 기타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증거조사를 위하여 소환된 증인
14. 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나.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다.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받는 수습원, 일반사업장의 작업장, 교육장, 직업학교, 집체훈련과정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비상근수습원으로서 위 제 1호 내지 제 3호 및 제 5호 내지 제 8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라. 교육 및 재교육중인 대학생으로서 위 제 1호 내지 제 3호 및 제 5호 내지 제 8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15. 가옥 (自家 , 賣自家 , 小聚落),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소유아파트
1)

(eigengenutzte Eigentumswohnung), 매매아파트 (Kaufeigentumswohnung)또는
조합아파트(Genossenschaftswohnung)를 自力으로 건축하는 자로서 그 아파트가 건축계획상 공적
財源의 지원 또는 稅制上의 감면을 받아 건축되는 경우. 袋地의 伐草 및 개간, 수도촵전기 등
기초시설(Wirtschaftsanlagen)의 설치 및 공동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도 또한 같다. 위의 諸 용어의
정의는 1980. 7. 30.의 「제2 주택건축법」(BGB1. I S. 1085) 에 따른다.
16. 1986. 4. 24.의 「후진국개발요원법」(Entwicklungshelfer-Gesetz, BGB1. I S. 599) 제 1조에 따라
외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거나 외국 또는 이 법의 적용지역에서 그러한 활동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
17. 아래와 같은 일을 하는 자:
2)
가. 법정의료보험, 또는 법정연금보험 또는 농업노령금고의 보험자로부터 제 559조 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는 자. 입원치료라 함은 병원에서의 부분입원을 포함한다.
나. 법정연금보험의 보험자 또는 연방노동공사의 비용으로 재활직업 훈련에 참가하는 자로서
위의 제 1호 내지 제 3호, 제 5호 내지 제 8호 및 제14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또는
다. 재활직업훈련의 준비를 위하여 (나) 항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요청으로 그 보험자 또는 다른
사무소를 찾아 가는 자
제 1항에 의한 피보험자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은 모두 노동재해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활동이 일시적(vorübergehend) 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VO 제 539조 제 2항).
위의 제 1항과 제 2항이 취업이나 자영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들 조항은 RVO의
적용지역내에서 위의 여러 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사회법전 (Sozialgesetzbuch) 제
4편 제4조3)는 여기에 적용된다. 제 1항 9호 (가) 항은 이 법의 적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이 법의 적용지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에는 적용된다(RVO 제
539조 제 3항).
제 540조는 법률에 기하여 내려진 자유형의 수형중 또는 형법상의 명령에 의하여 제 539조 제
1항에 따른 피보험자와 같은 활동을 하는 자도 재해보험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規約에 의한 보험관계
보험자는 규약으로써 사업주도 그가 법률상 이미 피보험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주로서 제 542조에서 말하는 사업주 및 선박에 승무하지 아니하는 船主는
제외된다(RVO제 543조 제 1항). 제 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된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동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다(RVO 제 543조 제 2항).
보험자는 또한 규약으로써 아래의 자들도 이미 다른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고 그 보험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RVO 제 544조).

1. 기업에 취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업의 작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작업장을 통행하는 자
2. 보험자의 기관 및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험자연합회의 기관 및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
다) 자율보험 (임의보험)
세대주가 아닌 사업주, RVO 제 542조에서 말하는 사업주 및 그 기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는 법률
또는 규약에 의해 피보험자가 되지 않은 한 재해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고지후 2 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보험료의 체납이 있는 한 신규청약은 효력이 없다(RVO 제 545조 제 1항).

2) 보험의 관리운용
보험자는 사업주를 업종별로 조직한 「事業組合」(Berufsgenossenschaft)이 主가 되고 있는데 그
外에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도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1985년 현재 총 95개의
노동보험관리기관 중 사업조합 35개소, 농업조합 19개소, 面단위 재해보험연합회 13개소,
연방정부의 집행관청 4개소, 州정부의 집행관청 12개소 (서독에는 총 11개 州가 있음). 대도시
(인구 50만이상) 집행관청 6개소, 그리고 소방재해금고가 6개소 있다. 사업조합의 自治機關으로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있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同數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조합은 산재보험의 관리촵운용과 産災防止業務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에 의해서 조달되며 피보험자와 국고의 부담은 전혀
없다.

3)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서독에서 노동재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RVO 제 539조와 제 540조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 RVO 제 543조 및 제 544조에서 규정한 규약에 의한 보험관계, 그리고 RVO 제
545조에서 규정한 자율보험관계에 있어서 「활동을 함에 있어 입은 재해」(RVO 제 548조) 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산재보험법 제 3조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서독에서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재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활동장소간을 왕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通勤災害(Wegeunfall)도
라이히보험법 제 550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근은 직장과 居所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를 선택하여야 하며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통근과정의 재해 또는 개인적
사유로 정상적인 통근경로를 우회하다가 발생한 재해 등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체적으로 보험에서 보상책임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주로 판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나. 통근재해보호제도

1) 통근재해보호의 이론적 근거
서독에서는 1925년 이래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바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근재해를 인정하게 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서독에서는 개개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하여 직접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사업주 단체인 「사업조합」이 사업주의 집단책임에 의하여 보상하고 있다. 산재보험을
개개 사업주의 책임보험적 성격으로 이해할 때에는 사업주의 보상책임의 범위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영역내의 사고에 국한되게 되지만, 산재보험을 개개 사업주의
책임보험으로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집단책임에 의한 것으로 인식할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사업주가 본래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범위로 한정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 업무 수행중의 재해뿐만 아니라 勞務提供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발생하는 재해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서독에서는 통근재해는 사업주의 집단책임에 의한 産災保險으로서 일반 사회보험보다도
고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서독에서는 私的 行爲 등 명백히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 중의 재해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왔는데,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통근길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私的 行爲
등 명백한 제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
라. 라이히보험법에서의 통근재해의 정의
라이히보험법(RVO) 제 550조는 통근재해도 업무와의 因果的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産災保險으로 보호된다.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한 RVO 제 539조, 제 540조 및 제 543조
내지 제545조에서 말하는 '활동과 관련을 가지는 途上' (auf einem mit einer der...Tätigkeiten
zusammenhängenden Weg)에서 그 활동의 장소로 가거나 그 장소로부터 돌아올 때 발생한 재해도
노동재해에 포함된다(RVO 제 550조 제 1항). 그러므로 식사를 하기 위해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의 재해, 휴가수당을 받으러 직장에 갔다가 귀가 중에 입은 재해, 고용관계 종료시에
관계서류를 이전의 사용자로부터 받기위하여 이전의 직장으로 가는 도중에서의 재해 등은
일반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통근재해로 취급된다. 또한 定時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중에 집에 놓고 온 사무실 캐비넷 열쇠를 가지러 집으로 가는 도중 발생한 재해라도
그것이 업무와 무관한 私的事由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주거와 활동장소 사이의 直間距離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보호를 받는다(RVO 제 550조 제 1항) :
1. 본인의 세대에서 동거하는 자녀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업활동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가옥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2. 본인이 다른 직장인 또는 피보험자와 함께 하나의 자동차로 활동장소를 왕복하는 경우
보험자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항시 거주하는 집이 활동장소로 부터 먼 거리에 있어 활동장소 또는
그 근처에 거소(Unterkunft)를 둔 경우 가족이 거주하는 집으로의 왕복도 보험의 보호를
받는다(RVO 제 550조 제 3항).
서독에서는 소위 '통근재해' 도 '업무상의 재해' 와 동일한 법률에 의해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통근재해' 를 '업무상의 재해' 와 구별하지 않고 있다. 즉 원인을 달리한 재해이긴 하지만
勞動災害 내지 産業災害로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산재보험이 개개의 사업주의
책임보험으로서가 아니고 사업주 전체의 集團責任으로 인식하는 서독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통근의 始촵終点
통근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고 어느 시점에서 종표되는가 하는 통근의 始촵終点이 문제가
되는데 서독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法文上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外側의 門" 을 경계로 하여 外側의 문을 나선 후 근무장소에 도착하기까지에 발생하는
사고를 통근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다. 소위 「도어(Door)原則」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은 주택구조의 차이, 정원의 유무 등에 따른 개별적 결정시의 始촵終点 판단의
난해함을 해소하고 그 판단기준의 명료성과 법적 안정성 및 判例의 통일성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家를 기준으로 한 통근의 始․終点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외측의 문을 나서서 마당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건물내에서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도 엄격한 적용이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약간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는 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4)

<사례1>
사건개요 : 二層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던 原告가 출근하려고 할때 그 방의 문은 잠겨 있었는데
안에서는 열 수가 없었다. 집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原告는 마침 길에서 창에 걸려있던 사닥다리를
타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닥다리를 올라갔을 때 사닥다리가 부러져 부상을 당하였다.
판정요지 : 이 경우와 같이 집을 外側의 「도어」에서가 아니고 二層의 창으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때에는 家의 영역을 창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사닥다리를 타는 행위는 이미 出勤途上의
행위로서 보험대상으로 하여야 한다(1959. 12. 15 연방사회법원).

<사례 2>
사건개요 : 직장에서 오토바이로 귀가하여 마당에 있는 차고에 집어 넣었는데 오토바이의
엔진栓을 잠구었는가 걱정이 되어 다시 차고로 가다가 넘어져서 부상하였다.
판정요지 : 그는 건물의 현관의 「도어」에 到達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통근도상이다(1964. 9. 30
연방법원).

4) 통근수단의 종류
통근수단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은 물론
자가운전승용차, 자전거 등 사회통념상 통근수단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교통수단과 도보통행
등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트, 경기용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은 사회통념상
통근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5) 통근의 경로
피보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근재해는 주거와 직장 사이의 사회통념상 最短의 順路를
따라 이동중 발생한 재해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順路를 멀리 돌아서
우회하다가 발생한 재해를 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가이다. 서독의 判例는 통상의 最短의
통근로인 順路로 가지 않고 우회하여 통근한 때 그 迂回를 '상당한 또는 중대한' 우회와 '약간의
또는 중요하지 않은' 우회로 구별하여 前者라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와의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의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회가 상당한가 아닌가의 판단은 단순히 거리상의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고 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우회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한편 통근경로상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私的事由로 통근행위를 일시 '중단' 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통근경로상의
음식점에서의 식사중의 사고, 가게에서의 물건구매중이 사고는 통근중단중의 사고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적인 통근경로상에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기 위하여, 담배가게에
들러 담배를 사기 위하여, 또는 신문을 사기 위하여 통근행위를 일시 중단하는 것과 같이 '전체의
통근경로와 비교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사소한 것'은 보험의 보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5)
있다 (1960년 6월 30일, 연방사회법원).
한편 통근행위의 중단 후에 통상의 통근경로로 돌아간 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단행위의
성격, 先行한 행위의 態樣, 중단의 시간적 길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 교통수단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은 통근경로가 업무와의 내적 관련성을 잃게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범위내에서만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가 통근의 중단후에도 존속한다고 본다. 예컨대
근무시간 종료후 3시간여 다른 근로자와 맥주를 마신후 귀가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것이
6)
직장으로부터의 歸路였더라도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1959. 9. 21 헤센州 社會法院).
그러나, 목이 말라서 1시간 정도 귀로를 중단하고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신후 귀로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법원은 보험의 보호를 긍정하였다. 업무 종료후 직장에 남아서 퇴근하지 않은 때에도
歸路의 중단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居所에서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居所로 가는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을 취하여 통근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우회' (Abweg) 의 경우에는 그것이 私的인 이유인 때에는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서독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Jokl(1986)에 의하면 노동 및 통근재해로 인한 國民經濟的 費用이 1980년의 경우 302억
마르크(DM)였는데 이 중에서 노동재해로 인한 비용이 253억 마르크(83.8%), 통근 및 통학재해로
인한 비용이 49억 마르크(16.2%) 였다. 1985년에는 1980년에 비하여 약 20% 증가하여 노동 및
통근재해비용이 364억 마르크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노동재해비용이 307억 마르크(84.3%), 통근
및 통학재해비용이 57억 마르크(15.7%) 였다. 즉 서독의 경우에는 노동 및 통근재해로 인한
비용은 1980년과 1985년 모두 전체 산업재해의 약 16% 를 점하고 있다.
서독의 1982년 현재 노동재해 및 통근재해의 발생현황을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
1,770천건의 재해가 신고되었지만 실제 보상된 재해는 69천건으로서 신고된 재해 중에서
3.9%만이 보상요건에 부합하여 실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재해의 경우에는
176천건의 신고된 재해가운데 7.6%인 13천건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고된 재해건수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재해건수가 노동재해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실제 보상을 받은 전체
재해건수 중 통근재해의 비율은 19.4%를 점하고 있다.
또한 <표 3-2>, <표 3-3> 및 [그림 3-1] 은 서독의 통근재해 발생실태를 연령계층별․재해정도별로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연령계층별로 보면 2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취업자
구성비보다 통근재해자의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들 연령계층이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나이에 속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절대적인 통근재해자의 구성비를 보면 20세 미만의
경우 13.8% 로서 가장 높은 통근재해율을 보이고 있고 20세에서 35세 사이에는 연령증가에 따라
통근재해자의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 3-1]에서 보듯이 취업자의 구성비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연령적으로도 주의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동으로 재해를 다소
예방할 수 있는 나이라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표 3-1> 서독의 노동재해 및 통근재해 발생현황(1982)

<표 3-2> 서독의 통근재해자의 연령계층별․근로불능기간별 분포 (1978)

<표 3-3> 서독 통근재해자의 연령계층별․입원기간별 분포 (1978)

[그림 3-1] 서독의 취업자 및 통근재해자의 연령계층별분포 (1978)

35∼40세 연령계층의 통근재해자의 구성비가 급증한 것은 동 연령계층의 취업자 구성비의 급증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0세이후 60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근재해자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어 40세 이후에 통근재해
발생가능성이 漸增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근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통근재해자의 11.5% 에 달하고 있으며, 부상자의 경우에는
근로불능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자는 4%에 불과하고 입원을 요하지 않을 정도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도 16% 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통근재해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20∼39일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자가 19% 이며 1∼19일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자가 16%,
40∼59일의 입원을 요하는 재해자가 11% 여서 3개월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재해자가 46%를
점하고 있다. 한편 근로불능기간을 중심으로 통근재해자의 재해정도를 살펴 보면 근로불능기간이
60∼199 일인 경우가 전체 통근재해자의 55% 를 점하고 있는 바 이를 부상자의 입원기간과
비교해 볼 때 퇴원 후에도 1∼3개월간의 요양을 거쳐야 근로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프랑스
가. 산업재해보상제도 개요
프랑스에서는 1898년에 産災補償法을 제정하여 無過失責任理論을 도입하여 보험방식에 의한
산재보상을 실시하였으나 1946년까지는 强制保險方式을 채택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의 가입
여부를 사용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의

産災補償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노동을 함으로써 또는 노동을 계기로 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어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졌고 판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제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산재보상법의 적용범위확대,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확대, 강제보험방식의 채택 등 대폭적인 개정을 하여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그 기본골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1956년에 社會保障法典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이 편찬되면서 그 제 4편에 편입되었다.
프랑스의 현행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 및 대상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즉
사회보장법전 제 415조에 의하면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모두 노동재해로 보고 있다.
프랑스의 산재보험은 사회보장법전의 총칙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노사 당사자로 구성된 自治組織인 「疾病保險基金」(Caisse assurance
maladie)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자와 정부의 부담은 전혀 없다.
나. 통근재해보호제도

1) 사회보장법전의 규정
프랑스에서 통근재해를 노동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게 된 것은 1946년부터인데 현행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 415조의 1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 ① 근로자의 주된 居所, 어느
정도 영속성이 있는 2차적 居所 및 근로자가 가정적인 동기에서 습관적으로 다니는 기타의 모든
장소와 근로장소와의 사이, ② 근로장소와 레스토랑, 종업원 식당, 기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관습적으로 식사를 하는 장소와의 사이"를 왕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中村 1976). 프랑스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근로장소와 식사장소와의 왕복행위도 통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통근의 始․終点
통근의 始․終点으로서의 居所와 노동장소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居所를 기준으로 한
始․終点은 프랑스 사회보장법전에서는 통근의 始点 또는 終点으로서 '居所' 라고 명문화 하고
있는데 法의 主體의 소재는 '住所' 인데도 불구하고 '居所' 라고 표현한 것은 통근의 始․終点은
法的인 의미에서의 住所와 일치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살고 있는 장소이면
족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취지는 판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노동장소내의
가건물에 숙박하고 있던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마치고 주말마다 가던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그 가족의 집은 피재근로자의 사생활의 중심지로서
근로자의 주된 居所라고 판시하여 통근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소가 아닌 居所를 통근의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에도 居所와 통근경로와의
경계를어디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에서도 소위 「도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즉 독립된 가옥에서는 건물의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온 때, 또 아파트에서는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떠난 때 居所를 떠났다고 인정되고 있다. 또한 통근의 시점 또는 종점으로서의
노동장소의 범위는 대체로 사업장의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사업장 구내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프랑스에서는 일반 산업재해와 통근재해를 구별하여 前者에 대해서는
加害者에 대하여 民法上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後者에 대하여는 民法上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떤 재해가 一般産災이고 어떤 재해가
통근재해인지 구분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여 한동안 判例에서도 일관성이 없었으나 최근의 판례는
대체로 사업장의 외곽 경계 또는 사업장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업무를 마친
근로자가 귀가도중 사업장구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구내를 벗어난 상태의 통근경로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통근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中村 1976).

3) 우회 및 중단
프랑스에서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장소'와 '그 근로자의 主된 居所' 등과의 사이의
왕복도중에서 발생한 재해 중에서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通勤道程이 中斷 또는 迂回되지 않는
경우에만 통근재해로 인정되어 보험혜택을 받으며 私的인 동기에서 사회통념상의 통근의
順路에서 벗어난 迂回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통근행위를 일시 중단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통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회' 와 '중단 '의 경우에는 통근재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당해 우회 또는 중단이 직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것 또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합리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기인하는 교통정체 때문에 매우 혼잡해진 통상의 통근경로에서 벗어나
우회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는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통근의 경로, 우회 및 중단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中村 1976).

<事例 1>
교통혼잡 때문에 보통 때와는 다른 길을 통하여 우회하다가 평상사의 경로로 가려고 하던 때의
교통사고는 위험을 적게 하기 위한 코스의 변경 또는 연장이라고 하여 통근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事例 2>
근무를 마친 근로자가 평소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던 자전거를 악천후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서
8㎞의 거리를 귀가하던 중 악천후를 피해 카페에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악천후로 인한 불가피한 통근의 중단이기 때문에 중단후에 발생한 재해는
통근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事例 3>
작업 종료후 귀가도중 우연히 작업주임 부부를 만나 작업주임의 권유에 의해 카페에 같이 가서
차를 마시고 居所를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귀가도중 운하의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件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카페에 머물렀던 것은 잠시 동안이었고 그것은 작업주임 부부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뿐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하관계상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産災保險의 적용을
인정하였으나 二審에서는 카페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그 주임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은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카페에 있는 시간이 아무리
짧았다고 하더라도 産災保險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事例 4>
근무처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근무처 근처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근무처로
돌아오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私的인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외출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통근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事例 5>
근무를 마치고 귀가도중 귀가경로와 같은 방향에 있는 카페에서 20분간 차를 마신후 다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原審은 카페가 피해자의 노동장소와 居所를
연결하는 합리적인 귀가 경로상에 있다는 것 및 카페에 있었던 시간이 짧았다는 것을 이유로
통근의 중단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二審에서는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 것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고 직무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통근수단의 종류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통근수단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과 자가운전승용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제반 교통수단과 도보 출퇴근을 모두
포함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주석 1) 독일에서 Wohnung이라 함은 다세대가 사는 여러층의 현대식건물에서 한 가정이
생활하는 여러개의 방이 있는 공간을 말함. 따라서 우리식의 표현은 한 "아파트"를 말함. 그러나
유럽에서 Appartement (佛, 아파트망)이라 함은 여러 사람이 사는 현대식 건물에서 독신자들이
주로 사는 방한칸과 부대시설을 갖춘 좁은 공간을 말함.
주석 2) 필요한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특수시설에 입원하여 치료급부를 받을 수 있다(RVO 제559
조).
주석 3) 사회법전 제 4편은 1976. 12. 23. 제정된 것 (BGB1. I S. 3845) 으로 사회보험에 공통되는
규정을 둔 것임. 제4 조는 보험의 적용범위의 확대(Ausstrahlung)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보험의무와 보험자격에 관한 규정이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그 규정은 이 법전의
적용지역내의 취업관계의 범위내에서 적용지역 외부의 지역에 파송된 자에 대하여 그 파송이 그
취업의 성질상 또는 계약으로써 일정기간 예정된 경우에 적용된다(제 4 조 제 1항). 위 제 1항은
연방국기계약자격이 없고 해상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해방지조치 및 선박안전감시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파송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상사업조합의 규약에는 예외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조 제 2항). 자영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도 위 제 1조 및 제 2조가 적용된다 (제
4조 제 3항).
주석 4) 中村(1976)에서 재인용.
주석 5) 中村(1976)에서 재인용
주석 6) 中村(19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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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재해보상제도 개요
일본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1911년에 제정된 工場法에 규정된 産災扶助制度를 시초로
제도화되었으나 그 보상수준이나 적용범위는 대단히 불충분하였으며, 현대적 의미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1947년에 「勞動基準法」과 「勞動者災害補償保險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노동기준법은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막론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에 대한 보상은 행정기관의 감독과 벌칙에
의하여 그 이행이 담보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노동기준법과는 별도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同法은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할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여 정부가 관장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험급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1947년의 법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쳐 195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당시에는 보험급여의 액수와 범위가
노동기준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勞災保險은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責任保險的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었다. 그러나,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내용은 法制定
後 큰 변화가 없었던데 반하여 勞災保險法은 그동안 數次에 걸친 改正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와 보상내용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勞災保險法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勞災保險의 운용은 勞動省 勞動基準局에서 관장하고 있다. 勞災保險의 가입대상은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강제적용사업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任意適用事業으로

구분되는데, 농립수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강제적용의 대상이 된다. 노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
일본의 勞災保險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다. 먼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초기에는 엄격한 二要件主義를 요구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를 완화하고 있는
1)
것처럼 보인다. 통근재해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1973년의 勞災保險法 개정시에
보험급부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통근재해보상제도

1) 통근재해보상의 이론적 근거
일본에서의 통근재해를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 과 '사회적 위험성'
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中村 1976)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은 통근은 노무제공의 전제가 되는 행위라는 점에 착안한 이론이다. "통근
없으면 근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통근과 업무수행과의 밀접불가분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해서는 근로장소에 도달하는 출근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출근' 과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에 대해서는 異論을 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종료 후 귀가하는 '퇴근' 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퇴근도
내일의 노무제공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하여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을 강조한다면 근로자의
居所內에서의 私行爲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근의 경우에는 '社會的 위험' 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의 논리는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사정의 악화를 근거로
하고 있다. 즉 매일 거의 일정시간대에 일정한 경로를 다녀야 하는 것이 거의 강제되고 있는
근로자는 어떠한 수단으로 출퇴근하든지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통근을 사회적 위험으로 평가하여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근에 따른 사회적 위험은 근로자이든 비근로자이든 그 정도는 같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자는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경로를 가는 것이 강제되고 있다는 면에서
통행시간과 경로를 어느 정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비근로자보다는 위험이 加重되어 있다는
'加重된 危險論'을 펴기도 한다.
아무튼 일본의 통근재해보호제도는 '사회적 위험' 을 전제로 하면서 '근무와의 밀접불가분성' 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통근재해 인정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通勤途上災害調査會의 報告書」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同報告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근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용교통기관 이용중의 재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의 재해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통근행위는 매일 소정의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왕복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양태가 극히 定型化된 행위이고 「레저」를 위한 여행과 같은
완전한 私生活上의 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통근행위는 '업무'는 아니지만 순수한
私的行爲와는 달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통근재해를
완전한 私傷病보다는 후하게 보호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에 있어서 통근시간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구속된 시간이라 보아야 하며 산업발전, 도시화, 통근의 원거리화,
통근시간대의 존재, 교통기관의 고속화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이고 근로자 개인의 주의, 교통기관 운전자의 훈련에 의한 것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성격의
재해이다. 통근의 업무관련성, 통근의 보편성 내지 통근재해의 불가피성과 통근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측면을 고려하면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단순한 私傷病보다는 극진한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필요하며 또한 사회적 형평에도 부합한다"2)

2) 통근재해와 업무상 재해의 구별
일본의 근로자통근재해보호제도는 「勞動者災害補償保險法」에 규정되어 있지만
勞災保險法에서 통근재해와 業務上의 재해를 별도로 定義하여 각각에 대해서 保險給付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통근재해보호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제도와는 그
기본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勞災保險法 제 7조 제 1항은 보험급부의
종류를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시 지급하는 '業務災害'에 대한 보험급부와
근로자가 통근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지급하는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급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내용, 수준
등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同法 제 3장 제 2절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와 제 3장 제 3절의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보험급부의 명칭에 있어서도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등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요양급부, 휴업급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업무상의 재해와 통근재해의 경우에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가 보험금을 부담하지만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보험료부담 이외에 노동자도 요양급부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少額이지만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勞災保險法의 태도는 통근재해와 업무상 재해의 성격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업무상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勞動基準法」上
당연히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는데 반하여 통근재해는 노무제공을 위한 통근에 기인한
재해이긴 하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근로자의 주거선택․통근경로
및 수단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속하므로 통근재해는 사업주의 책임과는 무관하므로
보상책임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立法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본래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보상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많은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을 강조하여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상해 주고 있으나
사업주의 책임소재면에서 업무재해와 통근재해는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3) 통근재해의 범위
勞災保險法 제 7조 제 1항 제 2호는 "근로자의 통근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통근재해를 정의하고 同條 제 2항은 통근의 정의를 "근로자가 근무를 위하여 住居와
취업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것을 말하되 업무의 성질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同條 제 3항에서는 "근로자가 前項의 왕복의 경로를 일탈하거나
또는 同項의 왕복을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 동안 및 그 후의 同項의 왕복은
통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것 또는 허락을 받은 일을 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중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일상생활상 필요한행위라 함은
① 일용품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②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가는 행위
③ 선거권의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④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찰 또는 치료를 받는 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同法 施行規則 제8조).
일본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하여 통근재해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하에서는 통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통근에 기인하여'
통근중에 입은 재해라고 하여 모두 勞災保險의 급부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근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해 주는데, '통근에 기인하여'라고 함은 통근과 재해간에
相當因果關係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통근도중에 자동차에 친 경우 전차가
급정차하여 넘어져서 부상한 경우, 역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상한 경우, 보행중에

빌딩건설현장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부상한 경우, 통근에 기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통근에 기인한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被災者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재해, 통근도중에 원한을 갖고 싸움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등에는 통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피재근로자 (여성) 는 당일 오후 6시 5분경 업무를 마치고 오후 6시 10분경 퇴근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자택부근 역에 8시경에 하차하여 걸어서 귀가하던 중 역에서 4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상에서 뒤쪽에서 온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매치기배들에게 핸드백을 강탈당하면서 차에
부딪쳐 부상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퇴근길에서의 제 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노동성은 피재근로자가 여성이고 대도시 주변의 한적한 저녁시간에는 소매치기가 출현할 위험이
있으므로 통근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로서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1974. 3. 4
基收 69).
<事例 2>
중국음식점에 근무하는 피재근로자는 오후 9시에 근무를 마치고 귀가도중 자택근처에서 강도를
만나 흉기에 등을 찔린 부상을 당하였다. 재해발생 시간인 오후 10시 15분경은 그 부근에서
유사한 범죄가 빈발한 시간대였다. 이러한 귀가도중 괴한에게 당한 재해에 대하여도
일본노동성은 당해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온 사실을 감안하여
통근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로서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1974. 6. 9 基收 1276).
<事例 3>
피재근로자는 재해발생 당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평소와 같이 회사에서 약 300 미터 거리에 있는
自宅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12시 50분경 오후근무를 위해 자택을 출발하여 걸어서 회사로 오던
중 주차중의 트럭밑에서 나온 개에게 물려 부상을 당하였다. 이 경우에 대해 일본 노동성은
"통근에 기인한 재해라 함은 통근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經驗則上 통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구체화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통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라 함은 단지
구체적인 통근행위 (보행, 자동차운전 등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근무장소간의 통근경로에 내재되어 통근행위에 수반되어 구체화되는 위험도
포함된다. 본건 재해는 그 발생원인이 경험칙상 통근경로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이 통근행위로
구체화된 것으로서 재해와 통근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본건 재해는 勞災保險法 제 7조
제1항 제 2호의 통근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1978. 5. 30 基收 1172).
<事例 4>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피재근로자가 재해당일 업무를 마치고 귀가도중 동일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자기 차에 동승시켜 주기 위해 정차하여 차량의 문을 여는 순간 强風으로
문이 닫혀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였다(1974. 1. 28). 본건에 대하여 노동성은 통근도중 동료를
자기차에 태워주는 것은 통근에 부수된 행위이므로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
나) '근무를 위하여'
통근은 근로자가 '근무를 위하여' 주거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왕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근무를 위하여'라 함은 왕복행위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근무일에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서 물품을 배달하는 행위, 회사주최 운동회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업무로 된다.
더욱이 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단골고객을 접대하는 행위, 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동료와의 간담회
및 동료의 송별회 등에 참여하는 행위도 업무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러
가던중 또는 행사에 참여하고 귀가도중 발생한 재해는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일본 노동성이 통근재해로 인정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피재근로자는 소정의 근로시간 종료후 잔업을 2시간 한 후 1시간 25분 동안 노동조합의 회계일을
처리한 후 저녁 8시 10분경에 귀가도중 골목길에서 개에 물려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노동성은 본건의 노동조합업무수행 시간은 근무와의 관련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나
사업장시설 내에서의 노동조합업무 수행에 소요된 1시간 25분은 사회통념상 취업과 귀가와의
직접적 관련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장시간은 아니라고 하여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1971. 3. 4 基收 317).

<事例 2>
자가용으로 통근을 하는 피재근로자가 점심 휴식시간 (50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한 후 근처
치과병원에 치료하러 온 가족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근무지 주차장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자기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피재근로자가
가족들을 데리러 가는 길은 피재근로자가 늘 이용하는 통근경로상에 있었으며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이 경우에 노동성은 본건의 피재근로자가 자택으로 가는 행위는 그 목적으로 보아
순수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私的行爲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본건 재해는
통근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1974. 5. 27 基收 1371).
<事例 3>
피재근로자는 업무종료 후 2시간 50분동안 회사내의 茶道室에서 서클활동을 하고 귀가중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성은 업무종료 후 사업장 시설내에서의 2시간 50분
동안의 서클활동은 사회통념상 취업과 귀가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長時間이므로 본건 재해는 통근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1974. 9. 26 基收 2023).
다) 통근의 始․終点
일본의 勞災保險法 제 7조 제 2항에 의하면 통근의 始․終点은 '住居'와 '취업장소'가 된다.
통근재해보상제도상에서의 '住居'의 개념은 住所와는 다르기 때문에 통근재해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구체적 事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中村(1976)은 住居의
요건으로서 '계속성'과 '相對的 單一性'의 두 가지 요소를 들면서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생활의
本據, 업무의 형편등으로 근로자가 마련한 생활의 본거에 준하는 장소 (예 : 직장과 本家의 거리가
너무 멀어 직장근처에 잡은 하숙집), 교통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하에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 (예 :
가족이 장기입원하고 있어 교대로 간호하는 것이 필요하여 근로자가 당해 병원에서 잔 때의 당해
병원), 업무의 형편으로 특히 설치된 임시의 숙박장소 (예 : 기숙사) 등을 住居에 해당될 수 있는
例로서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住居로부터 통근의 始․終点을 판단하는 기준은 私的 行爲의
영역으로서의 住居의 외측, 즉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지점인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며 획일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外側의 門을 경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정원을 끼고 있는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大門을, 맨션이나 아파트와 같이 大門이 없는 경우에는 각
개인소유의 집의 外側의 문을 통근경로와의 경계로 하고 있다.
또 하나의 통근의 始․終点으로서의 '취업장소'는 '勞務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회사나
공장등과 같이 본래 업무를 행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물품을 단골로 보내고 그곳에서 직접
귀가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보내는 곳, 전직원이 참여하는 회사주최 운동회나 행사에 참여할 경우
당해 운동회장이나 행사장이 취업의 장소가 된다. 또한 外勤業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정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구역내의 여러 곳에서 업무처리를 한 후 귀가하는 경우에는 자택을
출발하여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곳이 업무개시 장소가 되며 최후로 업무를 보는 곳이
업무종료장소로서 각각 통근의 始․終點이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통근의 始․終點으로서의 취업장소의 어디를 경계선으로 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장소의 '出入口'를 경계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무지의 구내의
출입구를 말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출입구를 말하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고층건물의
어느 한 층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 事案別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출입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있다.
통근의 始․終點에 관한 일본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피재근로자는 5층짜리 아파트의 2층에 있는 자기 집을 출발하여 출근하던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성은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자기집의 外側의
門이 주거와 통근경로와의 경계가 되므로 당해 아파트의 계단은 통근경로상에 있다고
인정하였다(1974. 4. 9 基收 314).
<事例 2>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피재근로자는 몸이 불편하여 오후 3시경에 조퇴를 하고 귀가하던 중
자택의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오르던 중 현관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성은 피재근로자가 이미 자택의 부지내에 들어서 있었으므로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통근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는 아니라고 결정하여 보상을 하지 않았다(1974. 7. 5 基收 2110).

<事例 3>
피재근로자(여성)는 입원중인 남편의 간호를 위해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근무지까지의 最短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성은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일시적인 주거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여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1977. 12. 23 基收 981).
<事例 4>
피재근로자는 被災前日 업무를 마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약혼녀 집에 가서 잠을 잔 후
약혼자를 자기 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부상하였다(1973. 12. 7). 약혼녀는 통상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여 왔고 피재근로자는 전에도 가끔 약혼녀 집에서 자고 출근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성은 약혼녀 집은 피재근로자의 일반적인 통근의 始點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근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事例 5>
자가운전통근자인 피재근로자는 재해당일 재택 부지내에 있는 차고에서 자동차를 손보던중 손을
다쳤다91974. 3. 28). 이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의 주거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통근재해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事例 6>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재근로자는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간 다음 현관문을 바깥에서
열쇠로 잠그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 현관문이 닫히면서
오른손이 현관문에 끼여 부상을 당하였다(1982. 4. 10). 이에 대해서는 「本件은 피재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의 문은 주거와 통근경로와의 경계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현관문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것은 이미 통근경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된다」고 하여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
<事例 7>
피재근로자는 12층짜리 철근콘크리트 빌딩의 3층에 임대입주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빌딩의 1층 현관의 투명한 유리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현관 유리문에 얼굴을 부딛혀 부상을 당하였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성은 "본건
빌딩의 현관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당해 건물의
관리․유지비용은 입주사업체가 분담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용빌딩소유자와 입주사업체의 각
사업주가 당해 공용부분을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하고 통근재해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1976. 2.
17 基收 2152).
<事例 8>
피재근로자는 회사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회사주최 망년회에 참석하여 두 잔의 술을 마신 뒤 오후
7시 15분경 망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망년회장을 빠져나와 통상의 통근경로를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중 사망하였다(1973. 12.
15). 망년회에의 참석은 임의적이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노동성은 "망년회의 주최는 회사가
하였으나 참석은 임의적이었으므로 당해 망년회에 참가하는 일은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년회 장소는 취업의 장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의 재해는 통근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라) 合理的인 經路
住居와 취업장소를 왕복하는 경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경로 중에서 교통감각을
기준으로 한 사회통념상 '合理的인 경로'에서 일어난 재해만이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합리적인
경로'라 함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가 통상 이용한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여러 경로가 있고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비용이나 소용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때는 그
중의 어느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합리적 경로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경로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경로가 特定性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관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경로가 전체 통근과정에 있어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래적인 합리적 경로외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경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中村 1976).
① 교통사정에 의한 특례적인 경로

예를 들면 자가운전자가 교통혼잡이나 도로공사 때문에 근무시작 개시 전까지 직장에 도착하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본래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비교적 덜 혼잡한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출근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우회한 도로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시간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경로라고
인정되면 이 경우의 재해는 통근재해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교통기관종업원의 파업
때문에 평소 이용하던 교통기관이 운행되지 않은 경우 대체교통기관으로 출근하는 때의 당해
대체교통기관의 경로, 좌석확보를 위하여 1∼2역을 역행하여 노선버스의 종점으로 가는 경로,
잘못하여 또는 교통기관의 혼잡으로 인하여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여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당해 목적지역으로 돌아오는 경로 등도 교통사정에 의한 특례적인 경로로서 합리적인
통근경로로서 인정되는 예이다.
② 통근에 통산 수반되는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행위에 따르는 특례적 경로
자가운전자가 급유를 위해 주유소에 가는 경우나 지하철 정기권 이용자가 정기권 구입을 위해
승강역 이외의 역으로 정기권을 구입하러 가는 경우는 통근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합리적 경로이며, 용변을 위해 공중변소로 가는 행위나 자가운전자가 자동차의 긴급수리를 위해
수리공장에 들리는 행위를 위한 경로도 출근을 위한 긴급수리의 한도내에서는 통근을 위한
合理的 필요행위에 따르는 특례적 경로로서 합리적 경로로 인정된다.
③ 노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로
그 외에도 회사용자동차 운전자가 자택부근의 차고에 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자택에서 차고로
가서 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가는 때에 주거로부터 차고로 가는 경로는 '노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로'로서 합리적인 통근경로이며 차고로부터 회사로 차를 운전하여 가는 행위는 업무상의
것으로 그동안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된다.
④ 同方向으로 가는 동료를 승차시키고 약간의 우회를 하는 경로
자가운전자가 통근의 통로를 약간 우회한 경로를 통하여 동료를 동승시켜 '노동장소'로 가거나
또는 귀가시에 동료를 태워다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관행 또는 善意行爲라고 인정되는
것이 많으므로 약간의 통로의 변경은 '합리적인 경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私行爲'를 위한 우회는 '통근목적'이 欠如되어 있으므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경로의
우회의 한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⑤ 근로자가 아기를 탁아소에 맡기러 가기 위한 경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특히 맞벌이인 때 아기를 탁아소에 맡기는 것은 勞務提供에서 不可欠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出勤途上에 탁아소에 들러서 아기를 맡기고 退勤途上에 아기를 찾아 '住居'로
돌아가는 경우의 당해 경로는 '合理的인 經路'라고 말할 수 있다.
'合理的인 經路'는 재해가 '합리적인 경로'내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재해에게
'通勤災害'性이 부여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해가 '통근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경로'에서 생긴 것이기도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은 目的的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합리적인 경로'라는 요건은 특히 '일탈', '중단'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通勤災害'의 요건으로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後述하는
'일탈', '중단'의 범위를 특히 신중하게 점토할 필요가 있다.
'일탈', '중단'후에 '합리적인 경로'로 되돌아 가더라도 당해 '일탈', '중단'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되어 있지 않은 때는 외형적으로 '합리적인 경로'이었더라도 이미 '통근재해'의 요건의 하나인
'합리적인 경로'는 존재되지 않게 되고 '住居' 또는 '노동장소'로부터 직접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 난
때에는 그 시점에서 '합리적인 경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고속자동차도를 도보로 운행하는 경우의 당해 고속자동차, 鐵橋, 철도로선 등 鐵道用地를
도보통근하는 경우의 당해 철교등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경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경로'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피재근로자는 출근길에 자기의 근무지를 지나 약 450미터 떨어진 처의
근무지에 처를 데려다 준 후 자기 근무지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 경우에
노동성은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노동자가 처의 근무지와 자기 근무지가 동일 방향에 있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두사람의 통근을 위해 자가용을 같이 타고 처의 근무지를 경유하여
자기의 근무장소로 출근한 경우는 합리적 경로라고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1974. 3. 4 基收 289).
<事例 2>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피재근로자가 자기의 근무지와 동일 방향에 있는 妻의 근무지에 처를
내려주고 자기 근무지로 향하던 중 집에 회사의 서류를 놓고 온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가던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소형트럭에 추돌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에 노동성은 "맞벌이 근로자가 처를 자가용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처의 근무지에 데려다 주기
위해 통근경로를 약간 우회하는 것은 통근의 합리적인 경로로 인정해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회사서류를 잊고 온 것을 깨닫고 同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가는 행위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本件의 재해는 합리적인 통근경로상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근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통근재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1975. 11. 4 基收 2042).
마)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라 함은 經驗則上 통근의 수단으로 적당하며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徒步는 물론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승용차 등은 '합리적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하며 통근하는 것이 교통감각상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때라도 건강의
유지․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도보로 하는 경우의 도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보로 통근하는 경우의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장시간인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은 합리적인 통근방법이 아니다.
① 滿醉者가 걸어서 귀가 하는 경우 도보통근은 통근수단으로 적당․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② 遊戱具인 욧트, 롤러스케이트 등을 이용한 통근의 경우의 당해 욧트등은 本質的으로
교통수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수단으로 통근하는 것은 교통감각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주용자동차는 여하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③ 滿醉한 친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가 있는데 滿醉한 친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은 그 근로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따라서 당해근로자로서는 동승한 위의
차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운전면허미취득자의 자동차통근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자동차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⑤ 고속도로의 도보통근, 철교․철도선로 등의 도보통근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통근이 아니다.
'합리적인 방법' 여부에 대한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事例 1>
피재근로자는 업무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도중 자전거로 통근하는 집근처에 사는 동료를 만나 그
동료의 자전거 짐받이에 타고 통상의 통근경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였다(1974. 3. 5).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두사람이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해발생 장소는 농촌지역으로서 교통량이 많지 않고 이 지역에선 자전거를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두사람이 타고 가는 통근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통근재해로 인정되었다.
<事例 2>
택시운전수인 피재근로자는 被災當日 새벽 2시에 일을 마치고 회사 2층 방에서 잠을 잔 후 오전
9시 50분경 회사에서 목욕을 하고 淸酒 3잔을 마시고 10시 30분경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도중 갑자기 車道로 뛰어든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였다(1981. 9. 5). 이에
대해 노동성은 "청주 3잔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本件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통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통근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바) '일탈'과 '중단'
'일탈'이라 함은 통근도중에 업무 또는 통근목적과는 관계가 없이 합리적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이라 함은 합리적 경로상에서 통근목적과는 관계없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통근도중에 마작을 하는 경우, 영화관에 가는 경우, 바(bar)․캬바레 등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데이트를 하는 경우 등이 '일탈', '중단'에 해당된다.
통근은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주거와 근로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왕복경로를 일탈하거나 합리적인 경로상에서라도
통근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노무제공과는 관계가 없는 私行爲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재해는 물론 일탈 또는 중단 후의 행동이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되더라도 통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영화감상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합리적 경로에서 벗어난 때에는 당해 일탈의 목적이
私行爲를 위한 것이므로 일탈중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通勤性이 부정된다. 또한 합리적인
통근경로상에서 바둑구경을 하고 사주․관상을 보는 행위를 한 때에는 私行爲를 위한 통근의
중단으로서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근성이 상실된다.
이와 같이 일탈과 중단은 통근행위를 私行爲로 차단시켜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돌아온 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통근행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통근경로상의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경우, 통근경로상의 가게에서 신문, 담배,
잡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 통근경로상의 지하철 구내역에서 쥬스를 사 마시는 경우 등에는
통근행위의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도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통근목적이 인정되면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한편 일본의 勞災保險法 제 7조 제 3항 단서에 의하면 통근중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일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에만 통근성이
부정되며 중단 또는 일탈 후에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되돌아온 후에는 다시 통근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勞動省令에서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日用品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인데 독신근로자가 귀가도중 식사를 위해 통근경로
근처의 식당에 들려 식사하는 경우, 맞벌이 여성근로자가 잠시 슈퍼마켓에 들려 야채나 과일을
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근경로에서 벗어나 당해 행위를
하고 다시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되돌아 올 때까지는 통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私的行爲이지만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통근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학교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으러 가는 행위도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로서 합리적인 통근경로에서 벗어나 이러한 행위를 하러 가는 순간부터 다시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되돌아오기까지는 통근목적이 아닌 私的目的을 위한 행위로서 통근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되돌아온 다음부터는 다시 통근으로 인정된다.
셋째, 선거권의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통근의 일탈 또는 중단도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이후에는 通勤性이 회복된다.
넷째,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찰 또는 치료를 받는 일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도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행위를 하는 것이
통근도중에 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하며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원인이 된 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도의 시간․거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逸脫 또는 中斷에 관한 주요 事例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회사차량의 운전수인 피재근로자는 오후 5시에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당일 오후 회사의
마이크로 버스와 대형버스의 세차를 하였기 때문에 시장기를 느껴서 집으로 가는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회사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음식점에서 약 20분간 식사를 한 다음 평소의
통근경로를 따라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여 부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피재근로자는 통상 저녁식사는 자기 집에서 하는데 회사와 자택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은 약
20분간이다. 本件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는 통상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여 왔고 회사와
자택까지의 소요시간은 20분정도에 불과한데 시장기를 느껴 귀가도중 식사를 하는 것은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근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1974. 8. 28 基收 2105).

<事例 2>
피재근로자는 근무를 마치고 버스로 귀가하려고 오후 5시 10분경에 퇴근하던 중 친한 동료를
만나 회사옆 다방에서 약 40분간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하다가 동료의 승용차를 타고 합리적인
경로를 따라 자택 앞까지 와서 차에서 내리려 할 때 다른 승용차에 추돌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가 통근도중에 다방에 가는 행위는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행하는 최소한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근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74. 11. 15. 基收 1967).
<事例 3>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재근로자는 당일 오전 0시 30분에 업무를 마친후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비가 내려 전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300미터 정도의 통상의
통근경로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시 통상의 통근길로 되돌아 오던 중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당하였다(1974. 6. 1). 本件은 심야에 雨天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 통상의
통근경로를 약간 잘못 들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의 통근경로로 되돌아오는 행위도 통근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本件은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
<事例 4>
자가용 통근자인 피재근로자는 통상의 통근경로에서 5미터 정도 들어간 지점에 살고 있는 동료를
태워서 같이 출근해 왔다. 재해 당일에는 오전 7시 20분경에 자택을 출발하여 평소와 같이 동료집
근처의 도로변에 자기차를 주차시켜 놓고 동료를 부르러 5미터 떨어진 동료집으로 가던도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였다(1974. 3. 27). 本件에 대해서는 자가용 통근자가 동료를
태워주기 위해 합리적인 통근경로를 약간 벗어나는 일은 통상 통근도중에 행하는 사사로운
행위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근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은 통근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事例 5>
독신여성 (26세) 으로서 자취를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도중 자택근처의
통근경로상에 있는 가게에 들려 저녁식사용 野菜와 장식품을 산 후 同가게의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다(1973. 12. 10). 本件에 대해서는 통근행위의 中斷中에
발생한 재해로서 통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事例 6>
피재근로자는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출발하여 퇴근도중 통근경로상에 있는
이발소에서 1시간 정도 이발을 하고 이발소를 출발하여 통근경로를 따라 약 500미터쯤 가다가
빙판길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다(1978. 2. 3). 本件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가
퇴근도중에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 행위는 일용품을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일상생활상 필요 한
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에 해당하므로 本件의 재해는 통근재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事例 7>
피재근로자는 교대근무를 마치고 오후 10시 35분경 사업장을 떠나 귀가하려고 사업장의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차를 운전하려고 했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워 사이드브레이크(side break)가 움직이지
않아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진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회사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자동차가 정지하여 움직이지 않게 되자 자택에 늦는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리기 위해
공중전화박스로 가던 중 눈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였다(1982. 1. 19). 本件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통근도중 전화를 하는 것은 통근의 일탈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통근에
수반된 사사로운 행위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통근재해로 인정하였다.
4) 費用의 부담
통근재해는 그 성격상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과는 달리 통근재해보호제도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은 전액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고 통근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勞災保險에서 요양급부를 받을 때에는 근로자도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즉 勞災保險法 제25조와 同施行規則
제44조의 2에 의하면 통근재해로 요양급부를 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00엔을 부담(단
건강보험법 제69조의 7에 규정되어 있는 特例被保險者는 100엔)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통근재해와 업무상의 재해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적어도 보상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근재해를
勞災保險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다. 즉 통근재해에 대한
급여수준이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일부 부담이 있지만 보상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재해와 통근재해를 같이
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또한 보험료율은 업무상의 재해에 있어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재해율에 상응하여 최소 1,000분의
4에서 최고 1,000분의 144까지 차이가 나지만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 1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메리트(Merit)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통근재해는 사업장의 안전도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장의 재해위험도와는 관계없이 단일요율(uniform rate)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업무상의 재해와 통근재해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표 3-4>과 같으며, 지금까지
논의한 서독, 프랑스 및 일본의 통근재해보호제도의 주요 특징을 상호 비교하여 [부록 Ⅰ]에
실었으며, 우리나라에서 향후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논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본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시 검토하였던 기초자료를 [부록 Ⅱ]에 요약․소개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표 3-4> 일본의 업무재해와 통근재해의 비교

주석1) 文元柱․趙錫連(1989). p.184.

주석2) 勞動省 勞動基準局 補償課 編, 『新版 通勤災害認定事例總覽』(1987)에서 재인용.

第 3節 英美法系 國家에서의 通勤災害保護制度
1. 英國
가. 산업재해보상제도 개요
영국의 현행 재해보상법은 「國民保險(産業災害)法」(The 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
Act)인데 1946년에 제정된 후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6년의 同法 제정은 ①
종전까지의 사용자에 의한 직접보상방식을 지양하고 강제적 災害補償保險制度로 이행하였으며,
②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상이하며, ③ 보험급여에 있어서 피재근로자의 임금과 직접 관계없이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영국의 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이다.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家事使用人, 그리고 非常傭 근로자만이 제외될 뿐이다. 영국의
「사회보장(산업재해)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서 「고용에 기인하여 그리고
고용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 (제50조)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를 二要件主義에 입각하여
엄격히 해석하였으나 現行法은 고용과정에서 생긴 재해는 反證이 없는 한 고용으로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용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산재보험의 특색 중의 하나는 보상수준이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定率制가 아니라
재해의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용자의 보상책임 외에 국가의
생활보장책임과 근로자의 상호부조책임을 제도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보험제정은 勞使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보험료와 그의 5분의 1을 加한 國庫負擔으로
마련된다. 근로자와 國庫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든 것으로서
賠償的 관념을 떠난 「비버리지」的 사회보장제도에 입각한 보상제도의 특질의 하나이다.
영국의 산재보험도 정부가 관장한다.
나. 통근재해보호제도
영국에서는 업무상 이론이 철저하여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합치될 때에 한해서
보상해 주고 있다.
1880년의 「使用者責任法」(Employers Liability Act)에서는 '업무수행성'만을 근거로 하는
업무상의 개념을 명문화하여 장소적 지배영역하에서의 재해와 고용계약 이행 중의 재해만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통근재해는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그후 1897년의 「産災補償法」(Workmen's Compensation Act)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정하였으며, 업무는 사용자의 장소적 지배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의 지배영역 구내에 도착하면 시작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지배영역 구내에 도착한 후의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배영역인 작업장 구내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사용자의 特命도 없는 일반의 통근재해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화물자동차가 아니면 직장으로 갈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례에서도
승차가 고용계약상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화물자동차를 타고 직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수행성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1946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국민보험(산업재해)법」에서는 産災保險에 가입한
자가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승인하에서 근로장소로의 왕복에 당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① 당해 교통수단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재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② 일반의 공공교통수단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경로상에서 당해
교통수단이 사용자에 의해 운전되고 있던지, 사용자를 대신하는 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던지, 또는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교통수단 제공자에 의해 운전되었을 경우에 당해
교통수단의 승객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中村 1976).
따라서 전철, 시내버스, 국철과 같은 일반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 자전거나 도보통근 중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한 반면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의 승객으로서의 사고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즉
영국에서는 통근재해의 인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의하여 근무장소로부터 또는 근무장소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는 때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勞․使․政이
부담한 보험재원에 의해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2. 美國
가. 산업재해보상제도 개요
미국에서 聯邦法과 州法이 존재하고 産災補償制度에 있어서도 州마다 내용이 다른 점들이
많으므로 통일적으로 産災補償制度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미국의 産災補償立法은 유럽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1903년의 메릴란드州의 補償立法을 시초로
발전되어 왔다. 메릴란드州의 재해보상법은 사망시에만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사망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했으며
임의가입방식의 州營保險制度를 채택하였으나 1904년에 위헌판결을 받아서 失效되고 말았다.
1909년에는 사망과 영구노동불능에 대해서 定額補償을 위한 州營補償制度를 근간으로 한
몬타나州의 補償立法, 1910년에는 강제보상방식을 도입한 뉴욕州의 補償立法의 제정이 있었으나
모두 위헌판결을 받아서 실효되었다.
이와 같이 각 주의 補償立法이 위헌판결을 받은 주된 이유는 사용자에게 보험금 부담을 課하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二重의 부담을 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보호원칙에
반한다든지 강제보상방식은 보통법의 원칙을 일탈한 혁명적인 것으로서 사용자의 재산을 그의
동의없이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보호원칙에 反한다는 것이었다.
各州의 산재보상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계속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法定의 補償이나 賠償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행사하는 選擇補償制度가 채택되었는데 그
최초의 立法이 1911년의 메사츄셋츠 州法이었다. 이 법률이 合憲判決을 받음에 따라 많은 州에서
선택보상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뉴욕州에서는 1910년의 강제보상방식의 산재보상법이 위헌판결을 받게되자 州憲法을
개정하여 州議會에 强制補償立法의 권한을 부여한 후 1913년에 강제보상방식의 산재보상법을
제정하였다.
1935년에는 聯邦法으로서 社會保障法이 제정되었지만 그 가운데 산재보상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적 法思想의 전통이 아직 뿌리깊게 남아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강제적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산재보상제도보다는 선택적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州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나. 통근재해보호제도
미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엄격한
二要件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自宅을 나와서 사업장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출근경로상의 재해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후 자택으로 돌아갈 때 까지의 퇴근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통근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 통근재해를 부분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中村 1976).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중 재해가 발생한 때
② 사용자의 명령으로 출퇴근시에 재해를 당한 때
(예) 세일즈맨이 전날 저녁에 회사로부터 상품을 자택으로 가지고 가서 다음날 아침 거래처에
배달을 명령받고 당해 업무수행 중에 사망한 때
③ 사용자의 特命으로 휴일, 휴가 또는 시간 외에 업무를 위하여 출근중 재해를 당한 때
결국 미국에서도 영국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을 뿐 일반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입은 재해 및 도보통근중의 재해는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해발생의 원인별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第 4章 通勤災害保護制度 導入의 妥當性 檢討
第 1節 우리나라의 通勤災害 發生現況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의 통근재해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에 통근재해의 발생 및
보상현황에 관한 자료가 全無한 실정이므로 통근재해 발생실태는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로부터 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수 밖에 없다.
1.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가.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추이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급증과 함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에서 1988년 사이에 자동차수는 16배가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6배, 사망자수는 약 4배, 그리고 부상자수는 약 7배가 증가하여 1988년 현재 하루 평균
6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2명이 사망하고 786명이나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1,000 가구당 1년에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하는 것에
해당하는 엄청난 빈도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人命과 재산피해 규모를 산업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와 비교해 보면 <표
4-2>와 같은데 1988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산업재해와 화재사고, 폭발물사고,
해난사고, 익사 및 빙상사고, 그리고 등반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의 합계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표 4-1> 교통사고 증가추이

<표 4-2> 사고별 피해 비교(1989)

나. 지역별 교통사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거에는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것이 점차 전국이 1일 생활권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8년도에 발생한 225,062건을 市道別로 살펴보면 서울이 56,008건으로 전체사고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33,290건으로 14.8%, 부산이 22,387건으로 9.9%, 경남이 16,370건으로
7.3%, 경북이 16,271건으로 7.2%, 대구가 9,156건으로 5.9%, 충남이 9,547건으로 4.3%, 인천이
9,156건으로 4.1%의 順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통사고 건수의 단순비교는 지역별 인구규모를 감안하지
않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지역별 교통사고 비교는 인구 10만명당 死傷者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자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이 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 등 非都市地域보다 현저히 낮은데
반하여 부상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도시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대도시지역에서는 교통혼잡으로 차량이
상대적으로 서행하는데 반하여 非都市地域에서는 도로포장률의 향상과 함께 과속운전이
성행하여 일단 사고가 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와 부상자가 전국 首位를 기록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인구 10만명당 市道別 교통사고 死傷者

다. 교통사고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교통사고통계의 국제비교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표 4-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독과 네덜란드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970년에서 1988년
사이에 절반이상 감소하였고 여타 선진각국에서도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急增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표 4-5>와 [그림 4-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7.5명 (1988년)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의 7.7명보다는 3.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를 보면
<표 4-5>와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6.8명(1988)으로서 후진국인 이디오피아, 파키스탄,
인도, 중국, 케냐보다는 낮은 편이나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교통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보다는 자동차수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교통사고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한
세계에서 最惡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표 4-4>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과감한 교통안전시설 투자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앞으로도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4-4>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의 국제비교

<표 4-5> 交通事故 國際比較

[그림 4-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국제비교

[그림 4-2]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국제비교

2. 우리나라의 통근재해 발생현황
교통사고 사상자를 통행목적별로 살펴 보면 <표 4-6> 과 같다. 1988년중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51천명으로서 전체 자동차사고 사상자수의 1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수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産災保險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일 경우 産災保險에서
보상해 주고 있으며 기타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勞動基準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통근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5,385명(사망 854명, 부상 24,531명)으로서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 8.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이한 것은 출근중의
교통사고보다는 퇴근중의 교통사고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쌓인 퇴근시에는 운전자나 보행자, 승객 모두 교통안전에 대한 注意度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8년중 통근중 교통사고 사상자 25,385명은 당해년도의 총취업자(16,870천명)중에서 농립어업
종사자(3,580천명)를 제외한 12,774천명의 0.2%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 10만명당
6.7명이 출퇴근중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192명이 출퇴근중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셈이
되며 1988년중 가구당 도시평균 가구원수 4.04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가구당 2.4명이
출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셈이 된다. 또한 '88년중 産災保險加入者 5,744천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産災保險加入者中 11,415명(사망 384, 부상 11,031)이 통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셈이
되는데, 이는 같은 해의 산업재해자 142,329명(사망 1,925명, 부상 138,252명)의 8%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근중의 교통사고가 모두 통근재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外國의 立法例에서 보듯이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라도 합리적인 통근경로에서 逸脫하거나 私的 目的을 위해 通勤을 中斷한
경우 등에는 통근재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근 중에는 직장동료나 친구와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 통근의 일탈․중단의 例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통근중의 교통사고는 치안본부가 집계한 출퇴근중의 교통사고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통근재해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통근경로상에서 개(犬)에 물린다든지 계단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경우와 같이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도 있을 수 있다. 일본의 1972년도
「통근도상재해조사회 보고서」에 의하면 통

<표 4-6> 통행목적별 교통사고 死傷者數(1988)

근재해의 약 70%가 교통사고였으며 30%는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였다. 그러나 교통사고 중에서

일탈․중단의 경우와 교통사고 이외의 통근재해가 비슷하다고 보면 통근재해로 인한 死傷者數는
치안본부에서 조사한 통근중의 교통사고 사상자 25千여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표 4-6>의 치안본부의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이다. <표 4-6>의
통계는 일선 교통경찰관의 조사결과를 취합한 것이기는 하나 통근중의 교통사고라고 조사된 것
중에서도 개인용무로 인한 사고도 상당수 있을 수 있으며 調査不明이라고 되어 있는 4.3%의
사상자 중에서도 통근중 사상자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근재해의 발생실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360개 사업체의 인사․노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체계․노동시간․기업복지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체의 근로자 368천명의 0.009%인 35명이 1988년에 통근재해를 당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4-7>). 실태조사 결과의 통근재해율 0.009%는 치안본부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사상자 25,385명의 취업자총수 16,870천명에 대한 비율인 0.15%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기업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에서
실제 통근재해에 대해 보상을 한 실적이 극히 미미한데 이를 근거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5명의 통근재해자를 원인별로 보면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자가
32명으로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통사고 이외에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부상한 경우,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덤프트럭이 받은 건물벽이 무너지면서 壓死한 경우, 자전거로 출근중 벽을
받아 부상한 경우가 각 1건씩 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통근재해가 압도적이므로
통근재해는 곧 통근중의 교통사고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는 통근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한 것이 아니고
임금체계․노동시간 및 기업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同調査結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설문조사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매우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근재해발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통근재해의 개념과 범위를 교육시킨 뒤
1년동안의 통근재해발생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1988년중 통근재해발생실태조사 결과

<표 4-8> 통근재해 원인 분석

第2節 우리나라의 通勤災害保護制度 現況
1. 公務員․私立學校敎員 및 軍人에 대한 통근재해보호제도
가. 공무원의 경우
公務員年金法에서는 공무원의 公務上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同法 제25조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2에서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의 短期給與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同法 제25조와 제42조 내지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
長期給與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입은 재해가 公務上의 질병․부상․폐질 및 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폐질등급
결정을 위해서 法 제26조와 同施行令 제20조에 의해 公務員年金給與審議會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총무처훈령 제94호인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81. 5. 12)은 공무상재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同 인정기준 제2조는 "공무상재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규정하여 業務遂行性과 業務起因性의 두
용건 중 업무기인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서는 업무기인성만
충족되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중에 발행한 재해' , 즉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同기준 제2조 제6호). 다만 同기준 제3조에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私的行爲가 직접원인이 된
재해 및 당해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예:
암)의 경우에는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順路를 따라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통근수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무를 이탈한 경우나
순수한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발생한 재해가 아닌 한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나. 私立學校 敎員의 경우
私立學校敎員年金法 제33조는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短期給與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長期給與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同法 제42조에서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短期給與 및 長期給與에 관한 급여종류,
급여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및 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가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폐질등급을 심의할 때에도 총무처훈령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하교 교원에 대해서도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무를 이탈한 경우나
私的行爲가 직접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및 사망에 소요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학교법인부담금 중 학교법인부담금으로
하되 災害補償基金으로 적립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計理하도록 하고 있다.(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8조의 2).
다. 군인의 경우
軍人年金法 제31조 제1항은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훈령 제346호인 戰公死傷者處理規定의
[별표1]인 「전공사상자분류기준표」의 公傷의 기준에 의하면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영외거주자가 출퇴근 도중 또는 귀가 후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신장애는 업무수행중의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통근재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다만 귀가 후의 재해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통근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통근수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통근재해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2.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실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통근재해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을 뿐이다.
産災保險制度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데 現行
産災保險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명확하지 않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의 범위는 산재보험제도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産災保險法의 규정만 가지고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業務遂行性과 業務起因性 중에서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지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産災保險法 제3조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과 勞動基準法 제78조 및 同法施行令 제54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명백히
하여 産災保險業務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業務上災害認定基準」(노동부예규
제92호)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同認定基準 제2조는 제1항에서 "産災保險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발생하게 한
사유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 함을 제1항에 의한
재해가 업무와 相互因果關係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同認定基準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자가 작업중, 작업준비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相當한 因果關係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業務遂行性과 業務起因性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총무처훈령 제94호인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제2조에서 "공무상 재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규정하여 業務起因性만을 公務上 災害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제7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 이용중의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産災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시내버스․지하철․택시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자와
자가운전통근자․도보통근자 등이 통근중에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중에 입은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産災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총무처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즉 통근재해에 대하여
교통수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公務上 재해로 인정하여 보호를 하는데 반하여 노동부예규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어 兩基準의 타당성과 균형성에 대해 많은 論難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통근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출근하기 위하여 기숙사에서 나와 동 기숙사 건물에 부착된 에어콘 밑의 물에 젖은 흙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부상한 경우가 업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시설물(기숙사)관리의
하자로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보상 1458.7-395 82.12.24).

<事例 2>
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귀향근로자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는 동안은 사업중의 고용종속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보상 1458.7-29430 82.10.28)

<事例 3>
고정운전사가 없고 자가운전하는 회사소유차량(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소정의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제공 교통수단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도중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보상 1458.7-7922 84.3.23).

<事例 4>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도중 근무지로부터 200m 지점 국도상에서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는 업무외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오토바이 소유권, 관리상황 등 사업주의 시설물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후 처리토록 하였다(1458.7-12149 84.5.25).

<事例 5>
사업주가 일정 직급이상의 근로자에게 개인소유의 차량을 회사에 등록케 하고 회사가 차량
유지비 일부를 지급하고 차량관리 일부를 담당한 경우에(각종 법정 점검업무의 대행,
차량운행일지 점검 등)차량소유자가 동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통근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나, 그러나 개인에게 유지관리권이 있는 차량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보상 1458.7-107 84.1.5).

<事例 6>
회사의 구내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노동부는 근로자가 개인 소유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로 구내도로를
이용하여 통근도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순수한 사적 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보상 1458.7-2384 84.1.27)

<事例 7>
공사현장 소장이 자기 부친 소유 승용차에 현장인부를 동승시켜 직접 운전하여 퇴근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사고차량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는 현장소장이 납부해 왔지만
회사업무를 위해 수시로 사용되어 왔는데 현장업무수행을 위해 운행시에는 회사에서 연료를
제고하여 왔고 소량의 자재운반 등은 동차량을 활용하여 왔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용료지불이나 연료제공에 대한 품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러한 경우의 상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장소장이 운행한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공적
업무수행에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차량운행유지에 소요되는 유류 및
제경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였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보상 01254-6642 85.4.10).
이와 같이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통근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도중에 발생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중이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유지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통근재해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기타의 통근재해나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장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복지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체계․노동시간․기업복지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근재해에 대하여 직접 업무수행중에 입은 재해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43.3%였으며, 사업체에서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28.3%였고, 교통수단 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상한다는
업체가 27.5%를 차지하여 통근재해에 대하여 일부라도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전체의
5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실태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4-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통근재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규모에 따른 보상능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일수록 통근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경향이 강하지만 대기업일수록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용중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종업원 300人 미만의 기업에서는 통근재해를
보상해 줄 경우 교통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상해 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일수록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상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낮은 반면 300人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체제공 교통수단 이용중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사업체보다 교통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상해 주는 사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9> 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실태

<표 4-10> 기업규모별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실태

통근재해에 대한 사업체별 보상실태를 勞組有無別로 구분해 보면 勞組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勞組가 없는 사업장보다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1>에

의하면 통근재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는 勞組가 있는 경우에는
40.7%인데 비하여 勞組가 없는 경우에는 46.4%로서 勞組가 없으면 통근재해보호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교통수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보상해 주는 경우는
오히려 勞組가 없는 경우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상식과는 다소 배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근재해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이 안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勞組가 통근재해의 보상의 質에 대해서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 연유한
것인지도 모른다.

<표 4-11> 勞組有無別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실태

그러면 사업주가 통근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줄 경우 그 財源은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알아보자.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표 4-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통근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부분은 사업체의 부담으로 직접 보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근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도 기업의 부담으로 재해발생시마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능력에 보상여부와 수준이 좌우되어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표 4-12> 통근재해 발생시 보상비용의 부담실태

3. 自動車保險에 의한 通勤災害保護制度
통근재해의 대부분은 자동차사고이며 통근재해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통근재해도 기본적으로는 自動車保險에 의해 일부를 보상받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제도를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責任保險와 綜合保險으로 二元化되어 있다. 책임보험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해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强制保險이며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89년 현재 사망 500만원, 부상 300만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綜合保險은 責任保險의 擔保限度를 넘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그 超過分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하는 任意保險制度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責任保險의
지급한도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약 80%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종합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표 4-13>참조).
그러나 二輪車의 경우에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마저도 약 40%정도만 가입하고 있고
종합보험가입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은 손해배상의 내용, 산정방법 등이 거의 전적으로 民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民法上의 不法行爲責任原理에 따라 손해배상의 내용도 不法行爲와
相當因果關係에 있는 모든 손해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피해자의 過失이나 歸責事由가
인정될 때에는 過失相計가 이루어지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표 4-13> 自動車保險 付保現況(1987)

그런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실제 1인당 평균보험금지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표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다소 많은 보상을 하고 있지만 부상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산재보험의 절반 수준밖에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의한 사망시 보험금 지급액이 산재보험보다 많다는 것은 의외이지만 부상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금액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14>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수준 비교

第3節 通勤災害護險制度 導入의 妥當性 檢討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통근재해 도입문제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각각 검토한 다음 이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肯定的 要素 :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
가. 통근과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
통근재해는 근로자가 勞務提供을 위하여 住居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근
없으면 노무제공 없다"는 말과 같이 통근행위는 노무제공을 위한 先決要件이 되기 때문에
통근재해는 비록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는 아닐지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통근재해는 여행중에
당한 재해나 개인용무를 보다가 당한 교통사고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통근수단과 경로의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통근재해의 발생과 노무제공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근로자는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통근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통근행위와 노무제공과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근행위와 노무제공과의 밀접불가분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근행위와
노무제공과의 관계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퇴근행위도 다음날의
노무제공을 위한 휴식을 위해 필요하므로 퇴근행위와 노무제공과의 관계도 상당히 밀접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리를 확대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주거내에서의 私的 行爲와 수면은 물론
주말의 휴식행위도 노무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의 가사노동도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데에까지 논리적 비약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통근재해와
노무제공과의 밀접불가분성을 감안하여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을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소득증가와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확장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는
교통지옥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8년 현재 1일 평균 6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2명이 사망하고 786명이 부상하고 있어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해야만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점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주생계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통근재해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기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 통근의
遠距離化,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으로 최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측면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과의 형평 고려의 필요성
공무원의 公務上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公務上 災害의 정의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나
총무처훈령인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서 공무상 재해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공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정의하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同 인정기준 제 2조).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근재해가 공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재해가 직무상인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사실상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부 예규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2항에서
통근재해 중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가 아닌 일반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는 통근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의 통근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産災保險에 의해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와의 고용관계는 特別權力關係인데 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는 일반근로계약관계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特別權力關係의 理論은 오늘날 점차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金哲洙 1989) 권위주의체제의 産物인
특별권력관계의 이론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통근재해를 보호하고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통근재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否定的 要素 :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시의 문제점
가. 통근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의 미약
통근재해는 노무제공을 위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이지만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사용자로서는 통근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有效한
수단이 없는 社會的 危險으로부터의 재해이기 때문에 통근과 노무제공과의 밀접불가분성만을
강조하여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을 묻기에는 곤란한 면이 많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통근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당연히 보상책임이 있는 재해는 아니다. 이것은 일본의
勞災保險法에서 통근재해를 보호하면서도 보험급여의 내용에 있어서는 '補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적인 업무상의 재해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法條文에서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통근재해에 대해 노무제공과 통근과의 밀접불가분성을 내세워 사용자 부담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나. 經濟的 「인센티브」와의 상충
도로는 公共財(public goods)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다.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자유로이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로통행으로부터 私的 限界收益(private marginal
benefits)이 私的 限界費用보다 작지 않은 限 도로를 이용하려 할 것이며 自家用利用의 期待收益이
期待費用보다 클 경우엔 일반대중 교통수단보다는 自家用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분석을 간단히 하기 위해 도로통행비용은 소요되는 時間뿐이며 시간에 대한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누구든지 자유로이 도로통행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의 추가적인
도로이용은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도로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 私的 限界費用이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의 추가적인 도로이용은 다른 사람에게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外部的 不便(external disbenefits)으로서 社會的 限界費用은 私的 限界費用에 外部的 不便을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전체의 입장에서는 수요곡선으로
표시된 限界便益과 社會的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S*만큼 이용하는 것이

[그림 4-3] 交通混雜의 外部性

바람직하나 個人的인 입장에서는 限界便益과 私的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P*만큼 이용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즉, 교통혼잡의 外部性(congestion externalities)으로
인하여 도로이용횟수와 자동차수는 사회적인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교통사고와
통근재해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교통재해의 예방을 위해 각국에서는 도로의 안전유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의무 등에 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交通安全法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운전자․보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自動車管理法에서 자동차의 안전기준, 점검 및 정비, 안전검사 등 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道路交通法에서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의 확장과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를 책임지고
운전자와 보행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수준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는 公共財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비가 他人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의 非競合性(nonrivalry)과 어느 공공재가 한 집단에 공급되었을
경우 그 혜택을 他人이나 다른 집단에게 배제할 수 없다는 소비의 非排除性(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도로의 건설과 안전시설의 설치․유지에 대해서 진실된 선호를 나타내지
않고 소비혜택에 상응하는 가격(조세)의 지불을 회피하려는 無賃乘車問題(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는 사회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 미달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에서
1988년까지의 지난 19년동안 자동차수는 15.9배나 증가하였으나 도로연장거리는 1.4배,
교통경찰관수는 3.1배의 증가에 그쳐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死傷者數가 6배나 증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게 되면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的 損失(social loss)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4-4]에서 S*는 사회적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여 최적안전수준이지만 무임승차문제로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수요의 시현이 왜곡되어
실제로는 S'수준밖에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ABE만큼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재해율도 최적수준인 Oa보다 높은 Ob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통근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중에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경우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통근재해에 대해서 사용주가 직접 보상을 해 주거나 보험에 의해서 보상해 주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근재해가 감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收益(benefits), 즉 통근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私的 限界收益曲線(private marginal benefits : PMB)은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MB에서 PMB'로 左下方으로 이동하게 된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私的 限界費用(private marginal cost : PMC)은 통근재해보상제도 실시 前後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계수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은 E1에서 E2로 이동하여 교통안전수준은
P1에서 P2로 하락하게 된다. 즉, 통근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통근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세심한

<표 4-15> 주요 交通指標의 推移

[그림 4-4] 無賃乘車問題와 社會的 損失

[그림 4-5] 통근재해보상제도 실시에 따른 私的 限界收益曲線의 이동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가 감소하게 되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에
대한 국민의 선호 시현도 더욱 축소될 것이므로 교통안전시설투자가 부진하게 되어 결국
교통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통근재해보상제도의 실시는 근로자의
통근재해예방을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反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통근재해보상을 위한 財源을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사용자가 통근재해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 産災의 경우 사용자가
산재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재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따라서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으나
통근재해는 통근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직접 지배하의 재해가 아니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통근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꺼이 재원부담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法令에 의해 사용자에게 재원을
부담토록 할 경우에는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통근재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오는 재해이므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유지에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재원을
부담토록 할 경우에는 조세증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셋째, 통근재해는 근로자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재해위험도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급여액이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자동차도난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자동차도난에 대해서
보험가입 이전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며 자동차손해보험가입 후에
운전자는 조심운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부주의하게
되는 경향을 '道德的 危險'이라고 하는데 통근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통근재해예방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이 경우에도 '道德的 危險'의 문제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율을 증가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통근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해야 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다. 産災保險 適用事業場의 근로자와 非適用事業場의 근로자간의 不衡平
우리나라의 産災保險은 1989. 4. 1의 산재보험법 개정에 의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법 제 4조)고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同法 施行令 제 2조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열거하고 있어 常時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많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88년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101,445개 사업장의 5,744천명으로서 같은 해의 전체
취업자 16,870천명의 34%, 임금근로자 9,610천명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직 많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통근재해보호제도를 산재보험제도에 흡수하여 운용하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非適用事業場의 근로자간에 불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독․프랑스․일본에서도 통근재해보호제도를 실시할 당시에는 사업장 규모나 사업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라. 自動車保險과의 관계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상품은 강제보험인 責任保險과 임의보험인 綜合保險으로
二元化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의 지급한도액이 사망 500만원, 부상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자동차의 경우 약 80%가 책임보험과
함께 종합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사망자에 대한 현행 책임보험의
지급한도액 500만원은 1988년도 전체자동차보험금 지급대상자의 24%만을 담보할 수 있고,
책임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실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의 5%에 불과했으며 95%는
종합보험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宋泰會, 姜聲鎭 1989, p. 72) 즉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은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이 社會保障的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도 付保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에 대한 실제 보험급여 수준은 이미 <표 4-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이 비슷하나 부상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급여수준이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의 절반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물론 자동차보험급여의
대부분은 종합보험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체계하에서도 통근중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産災保險水準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상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통근재해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이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합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통근재해를 산재보험체계에 흡수하여 보호해 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통근중 교통사고 보상액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수준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자가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져 버린다. 다시
말하면 통근재해를 인정해 줄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감소하여 産災保險이 자동차보험을
보완해 주는 현상이 발생하여 산재보험의 부담가중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물론 아직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근로자의 소득향상으로 자가용 출퇴근자의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대폭 인상시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의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자동차보험체계의 합리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책임보험의 지급한도액은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1/10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며 경제발전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에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4-16> 主要國의 法定 自動車損害賠償責任限度額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인상되면 책임보험가입자의 보험료율도 인상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약 80%가 이미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담보범위를 넘는 사고피해에 대하여 그
초과분만큼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인상으로 책임보험의 담보범위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종합보험의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종합보험의 보험료율은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보험료부담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되고 오히려 책임보험의
보상액 확대로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적어지므로 실제 보험료부담은 다소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현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율은 대폭 인상되는 반면 이미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보험료
상승요인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보험료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보험의 합리화는 통근재해 문제와의 관계를 떠나서도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 産災安全水準과의 관계
이미 제2장 제3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1988년도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1,925명이 사망하고 138,254명이나 부상을 당하였다.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율은 필리핀, 싱가포르,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가들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하면 10배 이상이나 높은 편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산업재해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적 요인이나 작업관리상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안전교육의 소홀 등 교육적 요인이라는 점이다(<표 2-6> 참조). 이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산업재해자의 54%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안전교육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산업재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可視的인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일부
선진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綜合檢討
업무상의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勤勞基準法上 당연히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재해이며, 사업주 부담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의 재해방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적 측면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면에서 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근재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社會的
危險으로부터 발생한 재해라는 통근재해의 성격 때문에 통근과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을
강조하여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을 묻기에는 곤란한 면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통근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통근과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
급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활보장의 필요성, 이미 통근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
등과의 형평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통근재해를 일반 근로자에게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통근재해는 사용자에게 당연히 보상책임이 있는 재해는 아니라는 점,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통근재해 예방노력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不注意를 조장하여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경제적 「인센티브」에 反한다는 점, 통근재해보호제도를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아직 산재보험이 전업종․전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와 非適用事業場의 근로자간의 불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통근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의해
상당부분 보상을 받고 있고 자동차보험체계의 모순으로 인하여 강제보험인 책임보험보다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의해 자동차 사고에 대한 대부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감소하여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을 보완해 주는 현상이 발생하여 산재보험의 부담가중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율(産災率)이 선진국은 물론 여타 開途國에
비하여도 월등히 높은 현실에서 일부 선진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산재율을 낮추는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근재해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는 1961년 11월에 勞災保險審議會 위원간의
勞災問題懇談會에서 근로자측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이래 1965년에는 국회양원 본회의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에서 통근재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2월에 노동성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通勤途上災害調査會」를 두면서 부터였다. 同調査會는
2年半에 걸친 조사연구를 종합하여 1972년 8월 「通勤途上災害調査會 報告書」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同報告書를 근거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1973년 2월에 「勞災保險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1973년 9월 21일 공포되었으며 1973년 12월 1일부터
통근재해보호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즉, 일본에서는 상당한 기간의 조사연구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통근재해보호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통근재해보호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2∼3년 동안에 보다
체계적인 통근재해실태조사와 아울러 산재보험의 확대실시와 産災率의 대폭감소, 그리고
자동차보험체계의 합리화에 노력하여 통근재해보호제도 실시에 대한 否定的인 요소들은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의 이해를 비롯한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에 들어서는 근로자의 복지욕구도 더욱 증대하면서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당장 실시하는 데는 앞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도 있음을 명심하여
근로자의 복지욕구 충족만을 위해 아무 준비없이 조기에 실시하였다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과 미국과 같은 英美法系 國家에서는 통근재해의 성격과 경제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당한 재해에
한하여 보상하고 있을 뿐 통근재해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는 없는 반면에 社會法的인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측면을 강조하여 통근재해를
産災保險體系에 흡수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의 판단은 앞서 살펴 본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第5章 通勤災害保護制度 導入方案
본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1節 通勤災害 認定方法
통근재해를 보호대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부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개정하여 통근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통근재해도 일반 산업재해와 같이 보호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거나 업무상
재해와는 별도로 통근재해를 정의하여 보호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公務上'의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총무처훈령인
「公務上災害認定基準」에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公務上 災害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예규인 「業務上災害認定基準」을 개정하여 통근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통근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책임을 묻기는 곤란한데 이를
사용자부담으로 보상하도록 하게 할 경우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 適法性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용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도 "일반적으로 通勤途上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의 재해라 할 수 없다"(金洙福 1989. p.121)고 하여
통근재해는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法學者도 있음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서 통근재해를 인정하더라도 同基準의 適法性에 대해 아직
논란이 없지만 産災保險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에 대해 보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의 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통근재해를 노동부예규에 의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의 반발은 물론 違法性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서독, 프랑스, 일본에서와 같이 産災保險法을
개정하여 통근재해의 정의와 범위를 明文化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물론 통근재해보호제도를 法에 明時하는 경우에도 産災保險法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통근재해도 근본적으로는 업무상의 재해의 확대해석에서
연유된 것이므로 産災保險體係와 별도로 통근재해보상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관리운용의
효율성면에서나 통근재해보호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모두 통근재해는 일반 産災保險關係法에서 규정하여 産災保險體係에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표5-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행 産災保險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7%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통근의 정의, 통근재해의 인정범위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노동부 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등에서 정하여 산재보험에 포함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5-1>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방식에 대한 선호도

第2節 通勤災害의 認定範圍
1. 通勤災害의 認定基準
가. 통근의 定議
통근은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住居와 근무장소 및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무장소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와의 사이의 왕복행위를 통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다. ILO 勸告 제121호와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415조의 1에서는 이를 통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독일의 라이히보험법과 일본의
勞災保險法에서는 이에 대한 明文規定이 없이 판례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ILO 勸告
제121호에서도 근무장소와 피용자가 통상 식사를 하는 장소와의 왕복도중에 입은 재해를
노동재해로 취급할 것을 가맹국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대규모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위한
구내식당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업장 인근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근무장소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와의 사이의 왕복행위도 통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근재해란 근로자가 통근중에 또는 통근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통근의 개념 정의는 통근재해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나. 통근재해의 인정기준
일단 통근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나면 통근재해의 인정기준으로서는 '通勤遂行性'과
'通勤起因性'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재해가 통근재해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첫째, '통근수행성'이란 재해발생 당시에 法에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통근행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근재해'라고 할 경우 '통근'은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근의 개념과 부합하는 한도내에서의
통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무제공과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장소에서 私的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택에서 직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 왕복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때 발생한 재해, 영화감상을 하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통근을 일탈하거나
중단하던 중 발생한 재해 등은 통근수행 중의 재해가 아니므로 통근재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째, '通勤起因性'이란 통근과 재해발생간에 상당한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해 재해는 통근에 통상 수반되어 있는 위험이 구체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통근이 없었다면
당해 재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인정될 때 通勤起因性이 성립한다. 통근에 통상
수반되어 있는 위험이란 통근경로에 內在되어 있는 일반적 위험, 예를 들면 통행중의 넘어짐,
미끄러짐, 교통사고 등을 의미한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二要件主義와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시켜도 足하다는 一要件主義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살려
근로자의 생활보장차원에서 合理的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以下에서는 통근재해인정의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通勤災害의 範圍
가. 통근목적과의 부합
통근은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주거와 근무장소 및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와 근무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노무제공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당해 왕복행위가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통근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장소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는 행위, 회사주최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모두 업무수행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왕복도중 발생한 재해는 모두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퇴근길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당해 왕복행위가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통근재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경우, 작업종료 후 사무실에 남아서 長時間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동료들과 바둑이나 장기를 둔 다음 귀가하다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등은 모두 통근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나. 통근의 始․終點
통근은 주거와 근무장소 및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와 근무장소의 사이를
왕복하는 행위이므로 통근의 始․終點으로서의 住居와 근무장소 및 식사장소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住居는 근로자의 私生活의 실질적 본거지가 되는 自宅과 하숙집, 기숙사 등 뿐만 아니라 악천후나
교통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하에서의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예컨대 악천후로 귀가할 수 없어
직장근처의 여관에서 하루밤을 보냈을 때의 여관, 가족이 장기 입원하고 있어 환자간호상
불가피하여 병원에서 잔 때의 당해 병원, 수해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소 등) 도 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住居로부터 통근의 始․終點을 판단하는 기준은 私的行爲의 영역인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정원이 있는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垈地內에 들어오는 지점인 大門이,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전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출입문이 居所와 통근경로와의 경계로
될 것이다.
따라서 근무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자기 소유 아파트의 출입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 안이나
계단 등 공용면적부분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통근재해로 인정되지만 자기 소유 아파트의
출입문을 안에서 열려고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통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출입문을 나와서 정원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통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문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른 바 「도어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外側의 門을 경계로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지점인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에서처럼 주거용 건물의 외측의 문을 경계로 하는 것은 주택구조에 따른 판단의
난해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원이 있는 주택구조의 경우 私生活의 영역인
정원에서 발생한 재해까지 통근재해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정원에서
발생한 재해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노무제공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확대
해석하면 출근을 위해 기상하는 순간부터는 노무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용건물 내에서 발생한 재해도 통근재해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문제에 관하여도 관계 전문가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노동부예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통근의 始․終點인 근무장소는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사무실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식행사장 등도 근무장소가 된다. 外勤業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기의
담당구역내의 여러 거래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귀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처가 통근의
始․終點이 된다.
통근의 始․終點으로서의 근무장소의 경계는 통상 근무장소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독립사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사옥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외곽 경계선 내의 모든 곳에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옥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층건물의 어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독립사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일본에서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사업체가 분담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소유주와 입주사업체의 각 사업주가
공용부분을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건물현관에서 발생한 재해를
통근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였다1). 그러나, 임대계약상 관리유지비용을
입주업체가 분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리유지책임은 건물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고층건물의 어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의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통근의 始․終點으로서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의 경계는 '근무장소'의
경계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식사를 하는 모든 장소가 통근의
始․終點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로 인정되는 것만 통근의 始․終點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근무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공식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장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 당해 식당은 통근의 始․終點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로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근하는 중에 일어난 재해만이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合理的 經路'란 교통사정과 소유시간, 거리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통근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통혼잡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통근경로보다는 우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우회경로도 합리적인 경로에
포함된다. 또한 자가운전자가 급유를 위해 주유소에 가는 행위, 맞벌이 여성근로자가 출근전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러 가는 행위와 퇴근길에 탁아소에 들려 아기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통근에
통상 수반되는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근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귀가길에 같은
방향에 사는 동료를 자기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행위도 통상의 합리적인 통근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면 통근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철도 등을 도보로
통행하는 것이나 자동차도를 도보로 무단통행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나 열차를 이용하였다면
합리적인 경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도보통행이 금지된 지역을 도보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통근목적과는 관계없이 합리적인 통근경로에서
벗어난 것을 '일탈'이라고 하는데 일탈의 범위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합리적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통근의 수단으로 적당하며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통근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버스, 전철, 기차,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과 자전거, 자가용 승용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통근과 도보통근 등은 모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통근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통근방법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非合理的인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술에 만취된 체
자가운전하여 귀가하는 행위,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행위 등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통근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 통근의 逸脫과 中斷
통근의 '일탈'이라 함은 통근도중에 통근목적과는 관계없이 합리적인 통근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통근의 '중단'이라 함은 합리적인 통근경로상에서 통근목적과는 관계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통근 본래의 목적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퇴근길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다거나 영화감상을 하는 것은 통근의 '일탈'에 해당하며, 통근경로상에서 오랫동안 싸움을
구경한다든지 길가에서 장기두는 것을 구경하는 행위 등은 통근의 '중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통근의 일탈 또는 중단은 통근목적과는 관계없는 私行爲이기 때문에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일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통근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되돌아온
경우에 대해서도 통근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근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예컨대 통근경로상의 가게에서 담배나 신문을 사는 행위,
지하철역 구내의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나 쥬스 등을 사마시는 경우에는 통근의 중단 또는 일탈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勞災保險法의 규정과 같이 통근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일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에만
通勤性이 부정되고 당해 일탈 또는 중단 후에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되돌아온 후에는 다시
통근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맞벌이 여성근로자가 집근처
가게에서 야채나 과일을 사는 경우, 독신 근로자가 통근경로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주석1) 勞動省 勞動基準局 補償課 編(1987), pp.134∼137.

第3節 通勤災害保護制度의 具體的 內容
1. 保護內容 및 水準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은 통근재해의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의 필요성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재해와 통근재해를 그 보상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産災保險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은 그대로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보호수준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勞災保險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당연히 보상책임이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명칭에 '補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당연히 보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부담으로 특별히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補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요양급부, 휴업급부 등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와 통근재해의 보호내용이나 수준은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産災保險法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고는
'補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재해의
보험급여를 별도의 체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용자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2. 財源確保
가. 비용부담 주체
통근재해는 어느 정도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이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도 아니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통근중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교통안전시설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보상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예컨대 도로보수공사를 하면서 도로안전수칙에 맞은
공사중 표시나 車線變境 표시 등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포장공사 후에
차선표시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관리상의 하자나 교통신호체계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한 통근재해의 보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被災勤勞者에 대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근재해는 통근경로상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이 顯在化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보험료도 사용자보다는 당해 재해에
직접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이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과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서독, 프랑스 및
일본에서는 국가가 통근재해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업무와 통근과의 밀접불가분성을
강조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통근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 요양급부를 받을 때에는 200엔 범위내에서 근로자도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일정비율의 기여금을 공무원과
교원이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사용자로부터는 국가와 근로자도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통근재해보호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勞․使․政의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통근재해보호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독, 프랑스, 일본의 예와 통근재해보호제도를 産災保險에 포함할 경우
관리․운용의 효율성 면을 고려하고 노무제공과 통근과의 밀접불가분성을 감안하여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근재해보호제도는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통근재해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被災勤勞者도
최초 요양시 일정한도 내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보험료율
1) 보험료율의 결정방식
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할당되는 부담비율을
말하는데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보험료율의 결정방식에는 크게 單一料率方式, 等級別, 料率方式
및 메리트料率方式이 있다.1)
單一料率方式은 사업장별․업종별 재해의 위험도에 관계없이 一定率의 보험료율을
전업종․전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적용이 간편하고 사회보험에서의
집단적인 연대의 원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長點이 있는 반면에 보험가입자간의 재해위험도의
相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보험가입자의 재해방지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短點이 있다.
等級別 料率方式은 업종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보험료율을 差等化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의 재해위험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등급별 요율방식은 보험료의
배분이 업종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일요율방식보다는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부담의 결정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방지노력을 유도할 수 없다는 短點을 지니고 있다.
메리트(Merit) 料率方式은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差等化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단일요율방식이나 등급별 요율방식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 재해율 감소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는 반면에 사업장별 보험료 결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등급별 요율 방식(제21조)
과 메일트요율방식(제22조)을 병용하고 있다.

2) 통근재해의 보험료율 결정

통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재해예방노력과는 관계없이 社會的 危險으로부터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종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등급별 요율방식이나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사업장별로 결정하는 메리트요율방식 보다는 모든 업종․모든 사업장에
同一料率을 적용하는 단일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지역별로
교통사고율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등급별 요율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도로포장율의 향상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교통사고율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그리고 市道간에 큰 차이가 없이 전국적으로 거의 평준화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할 경우 實益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근재해의 보험료율은 단일요율방식으로 할 때 보험료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통근재해발생률과 보상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통근재해발생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근재해보험료율 결정은 통근재해발생실태와 보상금액이 파악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3. 管理運用
통근재해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확대로 볼 수 있고
前述한 바와 같이 통근재해보호제도는 産災保險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의
관리운용은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용 주체가 맡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제2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업무는 더 이상 정부에서 관장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행정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를 公社化하거나 또는 민간부문에 이양하고 정부에서는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감독업무만을 맡아야 할 것이다.

4. 導入時期
이미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인정되는 면도 많지만
도입시의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課題들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근재해발생실태와 각 사업장에서의 보호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통근재해를 과연 産災保險에 포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사용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부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통근재해발생실태를 조사할 경우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제도가 전혀 없는 사업장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해 보상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도 없을 것이며, 통근재해에 대해
다소의 위로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당해 재해가 통근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해인지의 판단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 사업장에서의 통근중에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근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해와 그렇지
않은 재해로 구분하여 재해건수, 피해자수, 재해내용, 요양비용, 요양기간, 노동손실일수,
사업장별 보호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태조사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해 일정기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먼저 통근재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조사대상사업장을 선정한 다음 조사대상사업장이 노무관리담당자에게도 통근재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와 결과분석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통근재해발생 및 보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勞․使․政간의 대화를 통해 통근재해의 보호를 산재보험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共感帶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부담은 사용자만 할 것인지, 아니면 勞․使․政이
分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産災保險法 및
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통근재해를 산재보험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실시하고 점진적으로 5인 미만의 전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非適用事業場의 근로자간의 불형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동차보험체계를 합리화하여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대폭 인상시킴으로써 책임보험이
자동차보험의 중추를 이루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체계하에서
산재보험에 의해 통근재해를 보호해 줄 경우 이미 제4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능을 앞으로는 산재보험이 상당부분 떠맡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先決課題들이 해결되면 통근재해를 산재보험체계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보이는데 1990년대 중반 쯤에는 이러한 여건이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참고로 일본이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인 1972년의 산업재해 强度率 을 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업 6.2, 제조업 2.6, 건설업 1.9, 등이었는데3) 1988년도의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强度率른 광업 36.0, 제조업 및 건설업 2.1 등으로 우리나라의 1988년의 産災率은
일본의 1972년의 산재율보다 광업에 있어서는 5배 이상 높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재 산재율과 일본의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당시
산재율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업에 있어서의 强度率이 일본의 16년전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은 그동안 산업안전문제에 얼마나 소홀하였는가를 반증하는 것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5. 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關係
현행 産災保險法 제11조와 제15조에서는 서로 다른 보상 또는 배상제도로 부터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통근재해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하면 될 것이다.
통근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당연히 보상책임이 있는 재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산재보상과 통근재해의 보상과는 상호조정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他人의 違法行爲로 통근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民法上의 손해 배상청구권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11조 제 2항과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보험에 의한 통근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통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통근재해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재보험법 제15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 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근중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에 의한
통근재해보험급여는 행하여지지 않으며, 반대로 산재보험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급여액에 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求償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주석1) 金洙福(1979), pp.446∼448
주석2)

주석3) 勞動省 『昭和 47年 勞動經濟の 分析』, p.32.

第6章 要約 및 結論
생산활동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재해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인간이 생산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재화와 용역의 창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재해발생으로 인한 期待損失과
생산활동으로 인한 期待便益을 비교하여 後者가 前者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해발생으로
인한 期待損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활동과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보상제도에 의해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재해의 완전예방이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이론적으로도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厚生의 極大化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해발생은 감수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各國은 산업재해감소와 동시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인 産災補償制度는 산업사회 초기의 過失責任主義에서
출발하여 無過失責任主義의 立法化를 거쳐 현대의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로까지 발전하였으며,
1925 년 독일 라이히보험법에서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래 1946 년부터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1973 년부터는 일본에서도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여 오고 있다. 또한 1964년에 채택된 ILO 제 121호 조약 및 권고에서도 통근재해를
노동재해(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6.29선언 이후의 노동운동의 活性化와 더불어 통근재해보호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근재해보호에 대한 各國의 入法動向을 보면 서독, 프랑스, 일본 등 大陸法系 國家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보험료부담에 의해 업무상의 재해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産災保險을 통해 하고 있는데 반하여 영국, 미국 등 英美法系 國家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의 통근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을 뿐 자가운전자,
도보통행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자 등에 대해서는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私傷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무처훈령인 「公務上災害認定基準」에서 공무원의 통근재해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公務上 災害로 인정하여 공무원 연금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고
私立學校敎員年金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公務員年金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도 사실상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軍人의 경우에도 국방부훈령인 「戰公死傷者處理規定」에서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영외거주자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勤勞基準法과 産災保險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産災保險法 제 3조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과
勤勞基準法 제78조 및 同法 施行令 제54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業務上災害認定基準」 (勤勞部例規 제92호) 에서 밝히고 있는데 同 認定基準 제 7조 제 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産災保險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예 : 통근버스)을 이용중에 발생한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産災保險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지만 시내버스, 전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나 자가운전자 및 도보통근자의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하여 일반 私傷病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또한 産災保險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통근재해도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근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재해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서독,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통근 없으면 근무 없다"는 말과 같이 통근과 노무제공과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통근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는 아닐지라도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일반 私傷病과는 기본성격이 다르며, 이러한 통근재해의
성격은 통근재해보호제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에서는 단순한
私傷病과는 달리 기업부담으로 약간의 보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소득증가에 따른 자동차수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구의
도시집중화, 통근의 원거리화와 교통혼잡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 재해발생의 위험이 그만큼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도 통근재해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군인의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호해 주고 있으면서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 통근과 업무의 밀접불가분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통근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社會的 危險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을
묻기는 곤란한 면이 많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통근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통근재해 예방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통근재해예방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소위「道德的 危險」(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에
反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産災保險制度는 아직 도소매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업종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1988년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5,744천명으로서 전체 임금근로자
9,610천명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재보험이 全業種 ․ 全事業場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非適用事業場의
근로자간의 불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넷째, 통근재해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인데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보험체계가 강제보험인
責任保險보다는 임의보험인 綜合保險에 의존하고 있어 통근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해 주게
되면 자가운전통근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지므로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을 보완해 주는 현상이 발생하여 산재보험의 부담가중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하여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도 적정수준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면서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과연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反論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면도 많지만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문제는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통근재해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통근재해발생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통근재해발생실태를 정확히
조사․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勞․使․政 간의 활발한 대화로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國民的 共感帶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확대실시와 産災率의
감소, 그리고 자동차보험체계의 合理化에 노력하여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함으로써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통근재해보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産災保險法을 개정하여 통근의 개념과
통근재해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 예규인 「業務上災害認定基準」만을
개정하여 통근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産災保險法에서도
産災保險의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 개정에 의한 통근재해 인정은 同 認定基準의 適法性에 대해 많은
反論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産災保險法에서 통근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통근재해에 대한 ILO 勸告 제 121호와 서독, 프랑스, 일본의 入法例를 종합해 볼 때 통근은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住居와 근무장소 및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퇴근길에 노무제공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당한 재해, 합리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逸脫 또는 中斷중의 재해는 통근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으로서 당해 일탈 또는 중단 후에
합리적인 통근경로로 되돌아와서 통근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다시 통근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근재해의 보호수준은 업무상의 재해와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單一料率方式으로 하여 全業種․全事業場에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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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日本의 通勤災害保護制度 導入과 關聯된 基礎資料1)
A. 통근재해도입을 위한 勞災保險法 改正法律案에 대한 提案理由
최근 교통사정의 악화에 따라 노동자의 통근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보다 후한 보호를 실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관계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노동성은 1970년 2월 「통근도상재해조사회」를 설치하고 통근재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同 조사회는 2년남짓 걸친 조사․연구 결과 1972년 8월 통근재해의
발생상황 및 통근과 노무제공의 밀접불가분성을 고려하여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의 재해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여 제출하였다.
정부로서는 이 보고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여 통근재재호보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안을 작성하고 여기에 제안하는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 내용의 개요를 설명하면, 우선 첫째는 종래의 업무상의 재해와 더불어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보험급부를 행할 수 있도록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개정하였다.
둘째,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통근의 범위에 대해서 이 법률안에서는
통근이란 노동자가 취업에 관해 주거와 취업의 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가 통근의 도중에서 왕복의 경로를 일탈하거나 왕복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이후는 이 법률안으로 말하는 통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다만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 후의 왕복은 통근으로 인정하였다.
셋째,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의 종류, 지급사유 및 내용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에
준하도록 하였다.
넷째, 통근재해의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되
요양급부를 받는 노동자는 200엔 이내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것 외에 이 법률안의 부칙에서는 관계법률간의 필요한 조정을 행하도록 하고 동시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다. 시행일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6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률안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B. 통근도상재해조사회 설치 요강
(1) 노동성에 통근도상재해조사위 (이하 "조사위"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2) 조사위는 통근도상재해의 보상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동장관에 보고한다.
(3) 조사위는 중앙노동기준심의회 위원 6명(공익대표 2명, 노동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 위원 6명 (공익대표 2명, 노동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및
통근도상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약간 명으로 조직된다.
(4) 중앙노동기준심의회 위원인 위원회 위원 및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심의회 위원인 위원은 각각
중앙노동기준심의회 회장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노동장관이
위촉하고, 통근도상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노동장관이 직접 위촉한다.
(5) 조사회에 회장을 둔다.
회장은 중앙노동기준심의회 위원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 위원의 공익대표위원 중에서
위원이 선거한다.
(6) 조사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사를 행하거나 관계노동조합,
관계사용자단체, 위원 이외의 통근도상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외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노동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위 회의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구할 수 있다.
(8) 조사위의 서무는 노동성 노동기준국 노재관리과에서 행한다.
C. 통근도상재해조사회 보고서
통근도상재해조사회는 1970년 2월 27일 통근도상재해에 관한 보상에 관련된 제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여 노동장관에서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설치된 이래 오늘(1972.8.25) 까지 조사회를
14회,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33회 개최하고 延 4회의 실태조사를 행하는 동시에 그
사이 1971년 4월 20일에는 그때가지의 심의결과를 노동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통근도상재해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으며 위원전원 일치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더구나 당 조사회로서는 통근도상재해의 피재노동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해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의 통근도상재해보호제도가 시급히 창설되는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
1972년 8월 25일 노동장관 귀하
통근도상재해조사위원회
1. 심의의 경과
본 조사회는 일본에 있어서 통근도상재해의 실태, 국내 및 외국의 보호제도현황 등을 배경으로
통근도상재해의 취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인데 통근도상재해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노동자측 위원은 통근이 중단되면 노무의 제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통근도상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사용자측 위원은 통근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도상에 있어서의 재해는 업무외의 재해라고 주장해서 양측의 의견은 대립되고 논의는 용이하게
진전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국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에 있어서 통근도상재해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 그 피해자를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결과 통근도상재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이상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원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2. 통근도상재해의 보호 필요성
가. 통근도상재해의 실태
우리나라 (일본)의 통근난은 기업의 도시집중, 주택입지의 원격화 등에 의하여 심각한 것이 되고
있다. 즉 수송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근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시간대의 혼잡도의
개선의 템포는 늦고 도로교통사정도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일층 악화되고 있다. 노동성의 노사에
의하면 1970년 7월에서 9월까지의 3개월간에 노동자가 통근도상에서 입은 1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통근재해발생율은 1.06(對 1,000)이다. 이것을 똑같은 기간중에 발생한 노동재해의
발생율(5.49)에 비교하면 19%에 해당되고 단순하게 연간의 발생율로 환산하면 4.24이고 1년에
노동자 1,000명당 약4명이 통근도상재해를 입고 있는 것이 된다. 이상을 1996년의 상황과
비교하면 재해발생율은 0.99에서 1.06으로 약 7% 증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통근수단별로 보면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이용중의 것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자동차 이용중의 것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고의 원인별로 보면 자동차사고가 7할을 넘는다. 이러한 사실은
통근도상재해의 문제가 자동차의 보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 통근의 평가
우리나라 (일본)의 현행 법제도상 통근도상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용교통기관 이용중의
재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다수의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일정경로의 통근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제공과 통근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더구나 통근행위는 매일 소정기간에 일정경로를 왕복할
목적․상태에 있어서 극히 정형화된 행위이고 「레저」를 위한 여행과 같은 순전히 私的인
것과는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통근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각각의 기업內에 있어서 통근도상재해의 취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1970년의 노동성조사에 의하면 통근도상재해를 단순한 私傷病 이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취업규칙과 노동협약에 의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로 약 4%였으며
(기업규모별로 보면 노동자 5,00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16%, 30∼99명인 곳에서는 3%) 그와 같은
기업은 그 이후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각각의 기업내에 있어서의 통근재해보호는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노동관리시책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근거에는 최근의 통근사정,
노동자의 통근행위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노동자측으로는 통근은 사용자를 위한 행위이고 통근시간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구속된
시간이라고 하는 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다. 통근도상재해의 성격
통근재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은 말할 바도 아니다. 따라서 그 손실에
대해서는 직접 가해자와의 사이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통근도상재해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의 발전, 도시화, 통근의 원거리화, 통근시간대의 존재, 통근기관의 고속화,
자동차보급의 확대 등이 그 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이고 노동자 개인의 주의, 운전자의 훈련 등에 의해서 피할 수 만은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근도상재해는 단지 노동자 개인의 사생활상의 손실로
방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보호제도의 창설에 의해 대처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라. 통근도상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호해야 할 이유

이상 말한 바와 같이 통근도상재해는 일반적인 개인 부상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 것이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이지만 더욱 통근도상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가구주로서 가족구성원의 생계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주역이고 이런 노동자가 업무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행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 부상의 경우보다도 후한 수준의 보호를 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사회적 공평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보호수준을 생각하는 경우 피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 통근재해의 성격,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피재노동자가 하루라도 빨리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필요한 기간동안 필요한 급부를 행하는 동시에 재활을 위한 노력도 함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ILO(국제노동기구) 제 121호 조약(업무재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급부에 관한 조약)은 그 제 7조 제
1항에 있어서 「노동재해」의 정의를 규정할 것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정의 중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노동재해라고 보는 조건을 포함한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노동보험제도 이외의
제도로 같은 형태의 보호를 행하고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또 제외국의
실정을 보아도 영국, 미국 등과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일본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서독, 프랑스 등의 상당한 수의 국가가 통근도상재해를 일반적인 노동재해와 같이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제정세와 국제적인 동향으로부터 보면 국가시책으로서 통근도상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같은 정도의 수준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사정에 있어서도 기회가
성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통근도상재해보호제도의 구조
이상의 이유에 의해 통근도상재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와 같은 정도의 보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행정효율면에서 보면 현재 업무상 재해의 보상을 취급하고 있는 노재보험의 구조를
이용하여 통근재해보호를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제도의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1) 보호제도의 대상으로서는 통근도상재해 중 현행 노재보험의 급부를 받아야 할 것을
제외시킨다고 하고 노재보험법의 개정을 위해 이러한 재해에 대한 보호를 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설치한다.
(2) 통근도상재해는 출근 및 퇴근도상의 재해를 말하고 우회, 중단 후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본 보호제도에 의한 급부는 현행제도에 의한 급부와는 별개의 급부(그 종류는 요양급부,
휴업급부, 장기상병급부, 장해급부, 유족급부 및 장제급부-가칭)로 하고 그 지급사유는 현행의
업무상 재해급부에 준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4) 각 급부의 수준 등에 관해서는 현행 급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휴업급부에는 3일의
대기기간을 둔다).
(5) 노동자는 최초 요양을 받은 때에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요양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6) 사용자는 본 보호제도를 행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 요율은 전산업 동일요율로
하고 메리트제는 채택하지 않는다.
(7) 上記의 (2)의 통근도상제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근이란 노동자가 출근 및 퇴근을 위해 그 주거와 업무의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수단에 의해 합리적인 시간내에 왕복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경로로부터의 일탈 또는 왕복행위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 후의 왕복행위를 제외한다. 단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 후의 왕복행위를
통근행위에 포함한다.
이상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
왕복행위를 전체로서 보면 출근 또는 퇴근의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다.
始․終點
노동자의 주거 및 업무의 장소로 하고, 주거란 거주하며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옥 등의 장소를
말하고, 업무의 장소란 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장소를 말한다.

경로․수단
당해 출퇴근시에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사정 등으로부터 보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경로 및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간
始業 또는 종업의 시작, 통근소요시간, 그 외의 사정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한한다.
일탈․ 중단
통근과 관계가 없는 목적을 위해 경로로부터의 일탈, 왕복행위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상생활상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인 경우에 한해 경로로 돌아온 후의
왕복행위는 통근에 포함한다.
2) 통근도상재해란 통근에 기인한 부상, 질병, 폐질, 사망(사회보험법 제3장의 급부를 받아야 할
것을 제외한다) 을 말하고, 통근에 기인한 것이란 당해 재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통근의 도상에서
발생하고 또한 통근에 따른 위험이 구체화한 것이라고 경험측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주석 1) 勞動省 勞動基準局 補償課 編. 『改訂版 通勤災害認定の實務』,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