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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동계에서는 현행 급여지급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선
보장 후승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상의 문제(사
전승인제도 및 사업주 날인요건, 근로자의 입증책임), 인정기준
문제(원인주의 및 직업병 인정기준 협소), 조직적 문제(심사기구
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자측에서는 경비
부담 과다로 선보장 전환이 곤란하다고 하며 근로자측의 주장에
대해 지급절차,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책임보험제도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원리에 기인), 조직문제(전문성과 공정성 유지, 별개조직
은 경비인상 요인)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하게 원인주의를 채택하는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선보장제도를 둘러싼 처리절차, 인
정기준, 심사조직, 선보장제도 존재 여부 및 운용형태 등으로 구
성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신고/승인절차관련 현황
을 살펴보았으며, 경제학 및 법학적 고찰을 통해 효율적인 신고/
입증책임부담 방식(경제학)과 형평성 측면의 신고/입증책임 부담
방식(법학)을 검토하였다.
업무상 재해인정 절차에 있어서 신고의무는 의사, 사업주, 보
험자 등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과 캐나다는 전문의사 또
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일본은 병원(의사)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재보험 신고절차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
사/보험자/사업주의 부담 및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성을 시사하며, 직업병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근로자(일본,
미국), 의사(독일, 미국, 캐나다)로 국가마다 상이하다.
입증책임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은 근로자가 입증하고, 독일과

ⅱ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캐나다는 의사와 사업주가 사실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산재 인정기준은 원인주의를 채택하여 대체로 협소한 편이나 캐
나다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불복상신과 관련하여 (재)심사 조직은 독일과 일본은 보험자,
미국과 캐나다는 별개의 조직에서 심사하는데, 독일은 조합 구성
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을 차지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심사원
은 공단과 별개의 조직이나 통합의 요구도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보장제도는 독일과 캐나다는 없으며 독일과 캐나다는 건강
보험 자기부담이 없어 우리나라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치료비에 한정하여 선보장하고, 미국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이 산
재환자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신 보험자를 통한 대출 및 공
제형태로 운영하여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미국
은 석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보장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한
편 한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는 선보장형태로 책임보험 보
험금의 50%를 가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은 근로자 구제 차
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인정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승인율
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95% 수준
으로 캐나다 78%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직업병 승인율은
61%로서 독일 30%에 비해 높다. 재해발생형태별 승인율에서 진
폐가 39.7%로 가장 낮고, 업종별 승인율은 광업이 68.5%로 가장
낮으며 금융보험, 광업이 불승인율이 높고, 건설업과 임업/농업/
어업 등은 상대적으로 불승인율이 낮다.
처리기간은 전체의 83.3%가 28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부
상에 비하여 직업병은 평균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소
요되고 있으며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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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심사/재심사/소송은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및 운영의 경직성에 따른 불승인 판정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및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불
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선보장 후정산제도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에서, 입증책임을 보
험자 및 근로자 부담방식으로 하는 데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일
반적으로 보험자 부담방식이 예방투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
만, 예외적으로 선지급 보험금 회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근로자
입증방식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정부담이 큰 경우에
는 선지급금 회수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자 입증방식이 효율적
이며 이는 선지급금 회수 가능성 제고를 전제로 보험자부담방식
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법학적 고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증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피해자보호, 경제적 약자
보호를 담당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 과다한 입증책임부담 전가
로 인한 형평성 상실, 보험자의 전문역량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산재근로자로부터 선지불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의 비용처리 및 추가적 비용편익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간장질환, 스트레스 등 성
인병 질병이환의 증가, 산업구조의 현대화 및 자동화, 서비스산업의
증대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의 요양자수도 현저히
증가하여 2001년의 경우 전년 대비 49.7%가 증가하였다(노동부, 2002).
특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여부
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할 대상업무로 인하여 직
업병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에 특진실시 및 소견조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직업병
심의 의뢰시, 보통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근로복지
공단 내부자료, 2002).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를 판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하
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달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분

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이 높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
우 외래 55%, 입원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비급여/비보험)가 많아 실제 외래의 경우 총진료비의
70%, 입원은 47%로서 평균 52%에 달하는 진료비를 환자 개인이 부
담하고 있다(김창엽, 1999).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까지 발생하는 진료비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재보험과 타사회보험제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
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산재인정 여부에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산재보험 승인을 둘러
싼, 산재보험 운영자인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간의 분쟁은 날로 심화
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심사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보험급여 지
급건수와 비교하여 심사청구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요양급여의 경
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002).
이로 인하여 노동계에서는, 직업병이 의심되어 산재신청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진을 비롯한 관련비용을 산재보
험에서 부담하고 업무상 재해 판정 이후에 정산하자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0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가 산재보험제도보다 낙후하
여 건강보험이 일반국민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임(진료비 본인부담 가중, 소득손실에 대
한 보장 없음)으로써 문제의 출발이 시작되었지만, 외국의 산재보험
선보장제도 존재여부 등 외국의 산재보험제도의 재해인정 여부를 둘
러싼 여타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재보
험제도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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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승인 체계

제 1 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1. 기본 특성
가. 관장조직
독일 산재보험의 운영자는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구성된 개별 산재
보험조합으로서 자율행정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정부는 일반적인 행정
규정의 제/개정 및 산재보험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한다(SGB VII,
제5편 제114조). 산재보험조합은 산재근로자의 원상회복을 가장 중요
한 목표로 삼고,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를 조합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
다.
개별 산재보험조합내 조직으로 정점에 있는 것은 산재보험조합 총
회(Mitgliederversamlung)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참여하고 사고
예방규정 및 조합의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개별 산재보험조합
은 지방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본부만 있는 산
재보험조합)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식품산재보험조합은 독일의 35개 개별 제조/서비스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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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조합 중 세 번째로 큰 개별산재조합인데(최대 산조는 Verwalng
BG이다), 전체인력은 1,100명으로 800∼900명이 본부업무를 담당(조합
원 관리, 보험료 책정/징수, 산업안전감시)하고, 나머지 200∼300명 정
도가 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조합은 자치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업종의 경우
위험도는 높고 성장성은 낮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자체 조달하기 곤란
한 경우도 있어서, SGB VII, 제176조에 기초하여 이를 업종별 공동부
담(보조금)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예: 사양산업인 광산업 산재보험조
합은 과거 15년간 지원받아 왔음).
최근에는 불법취업이 많고, 보상급여액은 높고 지불능력이 낮은 건
설업과 내륙수송업 등도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산재보
험조합간 보조금 지급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 및 산재보험조합의 효
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산재보험조합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2002
년 6월 24일 SGB VII, 제118조를 개정했다(이와 관련 2002년 7월 현
재 SGB 제176조에 대한 개정도 검토 중에 있음).

나. 운영상의 특성
독일 산재보험은 운영주체, 보험료부담자, 조합참여방식 등에서 운
영상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 운영주체는 업종별, 지역별로 별도의 산재보험조합
이 이루어져 있다. 각 산재보험조합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공공법인이며, 국가는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감독권만을 가지고 있
다1).
둘째,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며,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
1)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2중감독체계로 유명한데, 지방자치단체(정부)의 기술감독
및 산재보험조합의 감독이 더불어 실시된다. (지방)정부는 일반적인 감독, 조합
은 세부사항을 감독하고, 정부의 감독(예방, 재활, 보험)에 대해서는 연방보험감
독청에서 담당(산재보험요율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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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50%씩 각각 부담한다)2).
셋째, 산재보험조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율
적으로 운영한다. 즉,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의 특색은 정부로부터 독립
되어 재정, 인사, 경영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공법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책
임이 있는 형태이다.
넷째, 산재보험조합은 부문별, 업종별로 구분된다. 독일의 산재보험
은 협동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구분된 업종별(일부는 지
역별로 다시 구분) 직업조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별 직업조합은
공법에 의해 위임된 조직으로서,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 사업으로 운
영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운영의 주체인 산재보험조합에
재정, 인사, 경영 등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다섯째,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은 사회보험제도 중에 산재보험 분야
를 담당하고,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직업훈련과 관련된 산업재해와 직
업병에 대해 근로자, 훈련생 등을 사전적 또한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다. 사업내용상의 특성
독일의 산재보험사업3)은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4),
(2)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직업병의 재활사업(치료 및 장해자
의 전직훈련, 재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
2) 이는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절대책임이라는 법적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산재보험
은 사회보험이지만 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성이 있다.
3) 산재보험급여 및 관련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996. 12).
4) 독일은 산재보험, 정부 및 사업주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적극적인 재해예방을 통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감소시키는
것이 기능인력의 보호 및 안정적 확보의 지름길이며, 산업재해 부상자 및 장해
자 재활사업비용과 피재자 및 유가족 보상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감소 및 가정안정을 통해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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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
(3) 산재장해인 및 유가족에 대한 연금 및 보조금사업 등 세 가지
로 대별된다.
이상의 3개 업무 중 사전적 예방을 가장 중요시하고5), 산재보험 운
영자는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산재예방을 위해 각 산재보험조합은 재해예방
규정(Unfallverhuetungsvorschriften)을 제정하여 산재예방과 관련된
시설 및 절차 확립에 관한 기업활동을 규제한다6).
재해예방규정은 각 조합별로 필요에 따라 (세부 업종별로) 여러 개
를 만들 수 있다7). 산재보험조합은 관련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감독위원회(Technischen Aufsichtsdienst)를 두고 각 조합의 회원기업
의 재해예방 실태에 대한 감시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기술적 자문
활동을 병행한다. 그리고 산재보험조합은 안전관리담당자, 기업주, 임
원, 근로자들을 상대로 매년 40만명 이상 산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8).

라. 피보험자와 계약자 (재정상의 특성)
독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고, 사업주는 보험계약자이다.
독일 산재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사고 관련 모든 재활, 보상에 대한 책임이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5) Terpitz, Werner (1988), p.29.
6) 재해예방규정 중 여러 개의 산재보험조합에 공통적으로 연관된 조항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중앙회에서 조정함으로써 규정의 통일화를 기하는 한편 규정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각 조합의 재해예방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연방 노동부장관 (Bundesminister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7) 이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을 다루는 35개 산재보험조합의 경우 약 200개의 재
해예방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8) 산재보험조합의 피교육생의 수는 독일의 초/중등학교 학생수 다음으로 많아서,
산재보험조합은 독일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 중 하나이다. BG, Alles aus einer
Hand, 199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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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도 산재사고 이후 고용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해고가 가
능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산재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계약은 고용법(Arbeitsrecht)에 근거하고, 산재근로자
와 산재보험조합 간 관계는 사회법(Sozialrecht)에 기초하는 등 법률적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과
정에서 산재보험조합은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들에게 일정한 고용보
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서비스업 산재보험조합의 경우 개별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한다. 개별 사업주의 보험요율은 업종(sector of industry), 위험수
준(risk class), 임금(size of payroll), 사고 빈도와 심도(number and
severity of accident)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소득의 1.3%가 산재보험료이다(1950년 1.77%에서
2001년 1.33%로 감소했음). 공공부문 산재재정은 정부의 일반재정(조
세)에서 조달한다.

마. 현황
독일 산재보험은 운영자별로 제조/서비스업부문, 농업부문, 공공부
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래 내용은 이들 3개 부문을 모두 합한 것
이다9).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산재사고형태를 근무중사고, 출퇴근사고,
직업병으로 3분한다(2001년도 기준 독일의 근로자(Erwerbstaegige)는
총 38,773,000명임).
2001년도 근무중사고는 1,395,592명이 신고대상(Meldepflichtige) 산
재사고를 당하였다10). 그중 1,107명이 사망사고, 사망사고 중 343명이
교통사고, 764명이 직장사고였다. 출퇴근사고는 234,115명이 당하고 그
9)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2001, p.12.
10) 신고대상(신고의무가 있는) 산재사고는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산재사고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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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망사고는 767명이었다.
직업병으로 신고된 건수는 76,612건이었고, 그중 18,599건이 직업병
으로 승인되었다. 직업병과 관련하여 새로 연금을 받게 된 사람 수는
5,750명이었고,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04명이었다.

<표 2-1> 2001년도 독일 산재사고
(단위 : 명)

근무중재해

출퇴근재해

직업병

신고건수

1,395,592

234,115

76,612

사망건수

1,107

767

1,904

-

직업병 신고건수 18,599
직업병 (신규) 연금수령자 5,750

교통사고 사망자 343
직장사고 사망자 764

비고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1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2002, p.131.

한편 근무중사고(Arbeitsunfaelle)의 부문별 현황은 <표 2-2>와 같
다. 근무중 사고자 수, 신규 현금급여(보험금, 연금 등), 사망자 수의
측면에서 제조/서비스업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최근 3년간 산재보험 운영자별 근무중사고 통계
(단위 : 명)

1999

2000

2001

1,185,382

1,444,262

1,060,625

농업부문

138,306

133,434

122,114

공공부문

236,375

236,027

212,853

1,560,063

1,513,727

1,395,592

제조/서비스업 부문

전 체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1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2002, p.17.

독일은 제조/서비스업을 광업, 채석업 등 14개 세부업종별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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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과 비교해 사고비율을 살
펴보면(상시근로자(Vollarbeiter) 1,000명당 근무중사고 건수) 다음과
같이 세부업종별로 상이하다.
<표 2-3> 업종별 최근 사고건수
(단위 : 명)

업종 분류

2000

2002

광업(Bergbau)

33

29

채석(Steine & Erden)

62

52

가스/수도(Gas & Wasser)

27

28

철금속(Eisen und Metall)

55

50

정밀기계/전자(Feinmechanik & Elektrotechnik)

21

20

화학(Chemie)

21

19

벌목(Holz)

83

76

제지/인쇄(Papier und Druck)

28

26

직물의류/피혁(Textil und Leder)

29

26

식품/기호품(Nahrungs-und Genussmittel)

56

52

건설(Bau)

90

79

유통/금융(Handel und Verwaltung)

22

20

운수(Verkehr)

50

47

보건서비스(Gesundheitsdienst)

16

14

제조/서비스업 부문 평균

40

32

농업부문 평균

65

61

공공부문 평균

48

44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1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2002, p.17; www.
hvbg.de/d/ziguv/info_s/unfall/au/haeuf.html.

2002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1000명당 산재사고건수는 제조/서비스업
부문이 32명(3.2%)이고, 농업부문이 61명(6.1%), 공공부문이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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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이다. 농업부문의 산재빈도가 가장 높고, 공공부문과 제조/서비
스업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이 수치는 2000년도에 비해 다
소 감소한 것으로 제조/서비스업 부문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표 2-4> 직업병의 부문별 현황
(단위 : 명)

직업병
신고건수

직업병
인정건수

66,784

농업부문
공공부문

제조/서비스업 부문

전

체

신규
현금급여

사망자 수

16,888

5,189

1,794

3,129

658

250

63

6,699

1,053

311

47

76,612

18,599

5,750

1,904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1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2002, p.21.

한편 직업병 신고건수는 제조/서비스업 부문이 가장 많다. 한편 신
고건수 대비 인정건수는 공공부문이 가장 낮고, 제조/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지만 대략 20% 내외이다.
<표 2-5> 산재보험 부문별 근무인력 수(감독자, 자문인력 수 포함)
(단위 : 명)

1999
제조/서비스업 부문

2000

2001

4,425

4,361

4,402

농업부문

523

509

508

공공부문

566

601

623

5,514

5,471

5,533

전

체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1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2002,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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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가. 산재전문의사(Durchgangs.Arzt.)
1) 개념
독일 산재보험 및 재활체계의 특성 중 하나는 산재전문의사(DA)
제도이다. 동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민영건강보험 등에서는 운
용되지 않는 산재보험 특유의 제도로서, 여타 보험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산재전문의사(DA)는 산재보험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
지만, 산재보험조합과 의사협회의 계약에 의해 산재보험조합에서 위임
한 활동을 한다(재활관리업무에 관한 한 산재보험조합을 대행하는 역
할을 함). 즉, 산재전문의사(DA)의 업무는 치료뿐 아니라 산재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도 포함되며 따라서 산재보험조합은 치료기간 동안 산
재전문의사(DA)의 업무를 통제하고, 실제 진료비용도 산재전문의사
(DA)를 통해 알 수 있다. 산재전문의사(DA)는 그 신분이 개업의일
수도 있고, 병원에 소속된 고용의사일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체계에 의해 동원되어(응
급구조의사) 주치의나 일반의사가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고 거의 산
재전문의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산재는 산재전문의 치료와 산재 특
유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바, 여기서 결정적 그리고 대부분의 역할을
하는 의사가 바로 산재전문의사(DA)이다(이비인후과와 피부과에 대해
서는 별도의 산재전문의사(DA)가 존재한다). 그 외 산재전문의사(DA)
와 유사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H.A.도 있다11).
즉, 산재전문의사(DA)와 H.A.는 개인적․전문적인 기준이 있고, 개
업의의 설비, 산재보험조합에 대한 보고 절차에 대하여 합의를 보게
되는데, H.A.보다는 산재전문의사(DA)가 보다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
11) 산재전문의사(DA)와 H.A.의 경우 환자가 오면 산재보험조합에 신고할 필요가
없이 우선적으로 의료재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바, 그 대신 의
사들에 대한 일정한 조건이 요구되고 산재보험조합과의 사전계약이 체결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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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며 사고외과 전문의이어야 한다. 사고
환자가 산재전문의사(DA)에게 오면 산재전문의사(DA)는 무슨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이때 발생한 치료비는 모두 산재보험조합에서
부담한다.
어떤 환자가 어떤 의사에게 가는가 하는 것은 규정화되어 있는데,
경미한 부상의 경우 또는 작업불능의 병가를 받지 않은 사람 또는 1
주일 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전문의사(DA)는 다른 일반의사
에게 환자를 보낼 수 있다. 또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모든 의
사가 담당할 수 있다.
산재전문의사(DA)는 기본적으로 산재사고 재활과정에서 모든 의료
적 처치행위의 통제관리권을 가지며 필요시 직접 치료행위에 참여하
기도 한다. 산재전문의사(DA)는 그의 독특한 전문성에 의해 재해 초
기부터 치료단계를 지시할 수 있고, 산재근로자를 조사하고 진찰하며
산재치료에 관한 모든 조치를 결정한다. 만일 산재환자의 상태가 위중
하여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전문의사(DA)를 경
유하여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D-Arzt 즉, 통과의
사라는 의미를 지닌다.
환자를 인계받은 산재전문의사(DA)는 그 환자에 대한 처치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필요하다면 동료의사와 상의하여 치료를 결
정하고 환자에 대한 처치를 위탁할 수 있다. 산재전문의사(DA)는 사
고로 인한 부상자를 치료하는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
정되는 외과 혹은 정형외과 전문의들로서 산재보험조합의 위탁을 받
은 의사들인데, 2000년 현재 독일 전역에는 약 3,500명 내외의 산재전
문의사(DA)들이 있다(산재전문의사는 사고환자를 주로 담당하고 질병
환자는 별로 없음).
독일내 의사간에는 환자확보를 위한 경쟁이 적지 않지만, 산재전문
의사(DA)로 산재보험조합의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 상당한 환자
및 치료수입이 쉽게 확보될 수 있어서, 의사들에게 H.A.는 산재전문
의사(DA)가 환자를 보고나서 특정한 의사가 필요없을 경우 보내지는
의사이다. 산재전문의사(DA)에 비해 H.A.는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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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약간 좁은데, H.A.는 외과의사로서 사고외과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사고외과전문의 자격은 없어도 된다. Niedersachsen
지역의 경우 개업의사 수는 11,000명이고 산재전문의사(DA)는 750명,
H.A.는 561명이다. D-Arzt는 매력적이다. 이에 따라 산재전문의사
(DA)가 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요건 충족에 상당한 자금(약 50만 유
로 = 7억원)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보고 산재
전문의사(DA)를 신청하는 의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즉, 산재보험조합
이 지정한 산재전문의사(DA)가 되기 위해서 설치기준에 맞아야 하고
일반 개업의에게 없는 엑스레이 등이 있어야 하는 등, 산재전문의사
(DA)에게는 엄청난 비용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약 50만 유로
를 투자해야 산재보험조합의 조건에 맞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재전
문의사(DA)는 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2) 산재전문의사의 활동
산재전문의사(DA)는 산재사고 또는 직업병 환자에 대한 통과의사
이고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사고전문의이다. 즉,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먼저 산재전문의사(DA)에게 보내지기도 하지만, 일반병원으로
산재환자나 직업병환자가 찾아온 경우에 병원은 산재전문의사(DA)가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한다. 이 환자에 대해 산재전문의사
(DA)는 치료방향과 치료병원을 결정하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
게 된다. 즉, 산재전문의사(DA)는 산재보험을 대신해서(산재보험조합
의 직원이나 대리인처럼) 산재환자에 대한 의학 차원의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산재사고의 경우 일반의사는 치료하지 않으며 산재전문의사(DA)에
게 보낸다. 일반의사가 모르고 산재환자를 치료하면 절차가 복잡해진
다. 즉, 건강보험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건강보험은 산재보험에 청
구하고, 산재보험에서는 그 의사가 왜 산재환자를 진료했는가를 따지
게 된다. 따라서 산재환자를 산재전문의사(DA)에게 보내지 않고 일반
의사가 치료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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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외과전문의 자격증이 요구되는 산재전문의사(DA)의 특성상 산
재전문의사(DA)는 외과가 있는 병원에 주로 소속되어 있다. 산재보험
카탈로그에 들어 있지 않은 부상은 산재환자가 병원을 선택해서 진료
를 받을 수 있으나, 카탈로그 부상 중 급성, 장기요양 등은 산재전문
의사(DA)가 직접 처리를 결정하게 되며 비용만 산재보험조합이 지급
한다.
산재전문의사(DA)는 산재보험조합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산재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돈이 많이 드는 특별한 치료
가 필요할 경우, 병원은 조합에 연락하여 승인여부를 통고받고 나서
치료를 하게 되며, 연락방법은 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
으며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이를 기록해 두고 병원은 후에 서면으로 제
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산재보험조합의 치료과정에 대한 통제가 아니
고 환자에게 좋으면 거의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침술은 의학적으
로 증명된 것이 아님에도, 산재전문의사(DA)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그대로 산재보험조합은 인정하고 허락해 주고 있다.
3) 산재전문의사의 선정과정
산재전문의사(DA)에 대해서는, 지역별 선정 및 관리방식이 경제적이
라는 이유에서 독일내 6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산재보험조합
협회(Landesverband der BG)에서 산재전문의사(DA)의 선정과 교육업
무를 담당한다. 즉, 일단 총협회 차원에서 모든 연방정부, 독일의 보험
관련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협회와 포괄적 계약을 일단 맺고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급단체간의 계약이고, 그래서 그 많은 의사들 중에 산재
전문의사(DA)를 선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재전문의사(DA)는 지역협
회에서 선별을 한다. 즉, 산재전문의사(DA) 계약신청이 의사로부터 들
어오면, 그중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그의 개인병원이나 소속한 병원이
이 조건에 타당한가를 검토한 후에 지역협회가 계약을 체결한다.
다시 말해서 3개의 산재보험조합총연맹(제조/서비스업, 농업, 공공
부문 등)이 공동으로 설정한 D.A.의 기준을 각 지역협회로 통보하
면12), 지역협회는 지역의 의사들로부터 D-Arzt의 신청을 받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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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문의사가 심사하고13), 지역협회가 D-Arzt 계약을 체결한다.
즉, 지역산재보험협회와 계약한 산재전문의사(DA)는 그 지역의 모든
산재환자(소속한 산재보험조합과 관계없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일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산재전문의사(DA)는 개별 산재보험조합
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산업별 산재보험조합을 초월한
활동을 산재전문의사(DA)가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는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개별 산재보험조합
들이 가입하고 운영하는 지역기구이다. 따라서 독일의 모든 산재보험
조합이 회원인 것은 아니고 그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산재
보험조합들만 참여하는 형태이다. 지역산재보험조합조합협회는 주로
‘재활’, 즉 의학적 재활 및 직업적 재활업무를 담당한다14). 이에 비해
산재보험총연맹은 ‘예방’업무에, 개별 산재보험조합은 ‘보상’에 각각 주
력한다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는 35개 개별 산재보험조합과 6개의 지역
산재보험조합조합협회가 있다. 개별 산재보험조합의 지역조직들이 모
여 있는 곳에 주로 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가 있다. 즉, 같은 건물 내에
지역 차원의 관리기구(예: 북부지역)가 지역별 개별 산재보험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일은 개별 산재보험조합들이 함께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공동으로 허가를 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
12) 독일의사협회와 독일산재총연맹(HVBG)이 D-Arzt와 관련하여 단체간 계약체
결을 했다.
13) 각 산재보험조합 및 지역협회는 전문성제고 차원에서 자문의사를 두고 있다.
14) www.bg.de
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는 행사개최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수준에서 산재보
험조합의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협회는 전문적인 사전조사를 담당하는 의사들
의 활동강화를 위한 업무와 더불어 산업의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해당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지역협회는 D-Arzt의 인가, 산재지
정병원의 인가, 산재보험조합을 위해 일하는 의사에 대한 훈련, 직장안전과 재
활을 위한 사업단체(노사협동체)에서의 산재보험조합 대변업무 등을 수행한다.
즉, 지역협회는 Beruf-Hilfer 및 D-Arzt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 2
년마다 교육 및 세미나를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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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는 35개 조합을 대행해서 공동으로 해야 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고, 유사한 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조합에서
결정이 나면 또 다른 조합에서 받아들이는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산재전문의사(DA) 숫자를 결정하고 산재전문의사
(DA)를 허가하는 일은 지역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개별 조합들은 심
사과정에 참여한다.
지역산재보험조합내 모든 위원회는 사용주 측과 근로자 측 동수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실행 차원에서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고 활동에 대한 결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산재전문
의사(DA)는, 희망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뒷면에 계약서 포함)를 지역
협회의 자문의가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산재보험조합총연맹의 이사진
(노사 동수)에게 보내 계약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산재전문의사(DA) 선정 지침은 산별총협회, 농민총협
회, 공공부문총협회 차원에서 기준을 세워 지역협회로 보내고, 지역협
회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D.A.를 선정한다. 지역협회에 산재전문의사
(DA)가 되고 싶다고 의사가 찾아오기도 하고 반대로 지역협회에서
유능한 의사들을 산재전문의사(DA)로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재
전문의사(DA) 업무는 매력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사가 신청하면 그중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다.
산재전문의사(DA)는 산재전문병원마다 1명이 있고, 그 외 해당조건
을 갖춘 지정병원에서 사고전문의(accident surgery) 과장 중에서 1명
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베를린 산재병원에도 산재전문의사(DA)는
1명이 있다. 산재전문의사(DA) 선정을 위한 별도의 능력과 경력, 시
설 등의 기준이 있는바, 이를 충족시킨 의사에 대해 산재전문의사
(DA)허가증을 내준다. 허가받은 산재전문의사(DA)는 의무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수련의는 전공의 특성상 사고외과전문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면
산재전문의사(DA)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입도 좋고 환자
도 많은 산재전문의사(DA)가 되기 위해 의사들은 산재전문병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만약 산재전문의사(DA)가 안 되면 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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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병원 등 수입이 좋은 병원에 과장 등 고위직으로 취업하여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4) 관리
산재전문의사(DA)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산재보험조합에 있
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재보험조합이 관리하게 된다. D-Arzt의 임기
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재활업무에 관한 D-Arzt의 통제관리권은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업무수행과정을 산재보험조합에 수시로 보고해
야 하며, 전문적인 산재보험조합 직원과 긴밀한 협의(및 감시)하에 업
무를 수행한다. 한편 최근 산재전문의사(DA)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조합들은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다. 산재전문의사
(DA)는 사고의학에 대한 교육을 지역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
며, 산재전문의사(DA)간 협의와 전문적인 토론을 위한 자체 세미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재전문의사(DA)는 산재보험조합과의 계약상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며 계속교육을 위해서 주연맹 차원에서 교
육프로그램이 있다. 즉, 1년에 수차례씩 지역협회 또는 지역내 개별
산재보험조합이 최신 의학수준의 치료법 소개, 경험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산재보험조합 직원들에게도 산
재전문의사(D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수가기준은 산재전문의사(DA)가 보유하고 있으며, 산재
전문의사(DA)의 경우 수가수준은 일반환자의 치료와 산재환자치료에
차이가 있는데 약 20% 정도 차이가 있다. 보험자의 진료비심사는 업
무를 처리하는 경험이 많은 일반 행정직원이 하고 있다.
5) D-Arzt에 대한 처우
산재전문의사(DA)는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월급이나 수당을 받는
의사가 아니고 진료비를 받는 의사이다. 산재전문의사(DA)는 환자가
많고 또한 진료수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 처우는 매우 좋은 편이다.
또한 산재전문의사(DA)는 우수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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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본적으로 환자는 적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독일의 일반 의사들간
에 경쟁이 심한 가운데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90%를 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산재전문의사(DA)가 되면 산재환자를 받아서 95% 내지
100% 병원을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산재전문의사(DA)는 여러 산별조합의 환자를 받고 해당 조합
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진료비를 받는데, 산재전문의사(DA)는 정해진
수가를 적용하는데 산재보험의 진료수가가 높은 편이다(산재보험수가
는 법적 건강보험수가와 민영보험회사 수가의 중간수준임). 즉, 진료
비수준은 기본수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12%까지, 산재보험은
16%까지 추가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진료비 중간 지급은 병원이 임의로 결
정한다.

나. 산재전문병원
개별 산재보험조합들은(산재보험조합총연맹과 함께) 산재환자에게
최선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재전문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산재보험조합들은 전국에 9개의 전문
산재병원, 3개의 통원치료원, 2개의 직업병전문병원, 기타 전문요양원
등을 갖고 있다. 그중 보쿰산재전문병원의 경우 광산산재보험조합이
단독으로 설립한 산재전문병원이고, 그 외 다른 병원들은 그 지역과
관련된 몇몇 조합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병원으로서 산재전
문병원들은 각각 소유구조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산재전문병원들은 산재사고치료 관련 의료수준이 고도화되어 있고
동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일반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외과계 의사들이 산재병원에서 훈련받고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전문병원의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은 일반병원에 수용
되어 있는 일반 환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준다.
산재전문병원들은 다른 일반병원보다 시설이나 치료방식이 우수한
데,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법제도적 이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승인 체계 19

경제적 이유로는 예방, 재활, 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산재보험조합
의 입장에서 재활을 강화하면 보험금지급부담이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조합의 부담금이 축소된다고 보고, 산재보험조합들이 산재전문병원 시
설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법률적 이유로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 운영자인 산재보험조합들은 산재환자에
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치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모든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환자를 재
활시켜야 할 의무에 따라, 산재보험조합은 비용에 제한받지 않고 환자
의 재활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산재보험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는 특별
한 치료(예 : 화상환자, 척추마비환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산재전문병원이다.
즉, 산재보험조합이 산재전문병원을 만든 이유는, 법으로 산재보험의
일차적인 목적을 산재보험환자에 대한 가장 적절한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설비를
갖춘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산재병원에서는 산재
보험환자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들도 취급해
서 최고의 병원시설과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일반 건
강보험환자가 산재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특수한 사고를 당
해 산재전문병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재보험조합이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했던 이유는, 산재 근로
자 진료에 필요한 모든 사고외과 시설을 구비한 병원이 없어 그 시설
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투자하게 된 것이다. 즉, 산재전문병원은 일반
외과뿐 아니라 이 부분을 화상, 척수마비 등 더 세분화시킨 것으로,
산재보험조합이 직접 세운 병원은 호흡기전문병원, 뇌부상전문병원 등
이다. 따라서 산재병원들은 사고외과 등을 전문으로 최첨단기법으로
치료하는 병원이고 또한 산재사고 및 질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의사는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모든 산재환자가 산재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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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재사고 중 특정 재해 및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적인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무방하다. 다
시 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는 측면에서 일반병원에서 치
료할 수 없는 특정 재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특수한 시설로 설립한
것이 산재전문병원이고, 모든 산재치료를 위해 설립된 병원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재 사고나 질병의 치료는 일반병원에서 해도 무방
하다.
또한 산재전문병원은 의사 등 인적구성도 매우 우수한데, 이는 의
사들이 산재전문병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산재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경
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산재전문병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산재전문의사(DA)
가 되기 용이하고 산재전문의사(DA)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전문교육
을 받아야 한다. 산재보험수가가 건강보험에 비해 높아서 개업을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으며, 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병
원에 자리를 얻어 가기 쉽다는 이유에서이다.

다. 산재지정병원
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는 산재사고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
한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하
고 계약을 체결한다. 즉, 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가 산재지정병원을 지
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업무는 D.A. 선정업무와 독립적이다.
즉, D-Arzt가 소속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또한 산재지정병원에 속한 의사를 D.A.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독일에는 산재사고환자를 보내야 하는 850개
의 지정병원이 있고, 지정병원 지정기준(시설 및 인력)은 별도로 있는
바, 사고외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일정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주정부 산재보험조합에 기준자료 비치).
지정병원 진료비용 지급기준은 지역산재보험조합협회 차원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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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결정한다. 최근 식품산재보험조합의 경우에는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포괄수가방식의 지정병원 진료비용 지급기준(프로그램)을
전문의료진(교수)에게 의뢰하여 책정하고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그대로 엄격적용하지는 않음)15)
한편 산재보험조합에서 지정병원을 평가할 권리가 없으며 기준에
미달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하되 평가는 할 수 없다. 지정병
원의 성과평가는 내부 평가기준 또는 성공적 환자치료 등으로 평가하
고 이에 대해 산재전문의사(DA)들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산재전문
의사(DA) 또는 일반병원에서 산재환자를 수송시킨 숫자 등이 지정병
원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산재지정병원은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즉,
진료행위 중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부분보다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
험조합과 병원과의 관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절환자는
10여 일이 지나면 퇴원해야 하는데 3주 정도 입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조합에서 해명을 요구(왜 장기입원 하느냐는 질문을 받음)하고, 이에
지정병원은 특별한 치료를 요구하면 그 치료가 왜 필요한지, 통원환자
의 경우에도 장기진료를 받으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일반병원
독일에서 산재환자는 사고 후 어느 병원에 가거나 어느 병원에 입
원할 자유가 있다. 즉, 모든 병원이 산재환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
정한 목록에 제시된 재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두개골부상, 골절상
이면서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고외과적인 시설을 갖춘 전문
병원 또는 지정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산재보험조합에서 지정하지 않
은 병원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병원에 간 환
자를 다시 산재지정병원 또는 산재전문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15) 이를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하려고 한다(산재보험조합본부에서는 다른 업종 산
재보험조합에 판매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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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병원수요계획이 있어서 전체 독일에 대한 병원유치, 관리
문제 등 어떤 병원이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고, 이는 최
소한의 건강관리를 위한 숫자가 된다. 병원은 국가, 민영병원이 운영
할 수 있다.

제 2 절 산재보험 인정기준
1.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위험
가. 적용대상
독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 학생 및 교육훈련생, 기타 집
단 등 크게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16). 산재보험 도입 초기에는 근로
자집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다가, 1970년대 독일경제부흥과 함께 산재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근로자의 범주에는 상시근로자는 물론 임시
근로자도 포함됨). 학생집단은 학교 체육수업 중 신체사고가 빈발하면
서 학생집단에 대한 사후보호대책으로 공적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되
었다.
기타 집단은 근로자나 학생 신분이 아니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자로서, 노동조합 소속 장애인, 재활중인 자, 명예직 근로자, 헌혈자,
증인 등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과 무관한 자들이다. 근로자로 보기 힘
든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실업자의 경우 노동청에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만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받고 나머
지 부분에서 일어난 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

16) Sokoll, Guenter, Private versus Public Systems for Industrial Accident and
Invalidity Insurance: The German Solution, in: Papers on “Workman
Compensation” in Cologne September 30, 1996,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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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의가입자 및 가입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및 같이
근무하는 배우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단, 택시운전수 등 위험도가 높은 교통부
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다). 정부공무원, 의사/치과의
사, 가정주부 등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그간 여성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부집단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독일 산재보험법(Sozialgesetzbuch 제7권) 제1편에는 의무가입대상
(제2조), 운영자의 임의선택에 의한 가입확대 범위(제3조), 적용제외
대상(제4조), 가입면제 대상(제5조), 임의가입(제6조) 등에 관해 상세
히 규정하고 있다17). 제2조의 의무가입대상은 근로자, 직업훈련생, 농
업부문 사업주 및 가족, 학생(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무보수 명예
직 근로자(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단체), 재활중인 자, 외국에서 독일을
대표하여 근무하는 자 등으로 규정한다.
제3조에서 산재보험 운영자(산재보험조합)는 사업주(어업이 아닌 다
른 사업을 하는) 및 그와 더불어 근로하는 배우자를 임의적으로 가입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가정주부 활동은 근로활동에서
배제).
제4조에서는 공무원법, 독일연방공공부조법, 종교단체정관 등에 의
해 별도로 사고보상이 되는 자를 제외하고, 어업관련 종사자 및 그 배
우자들과 자영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을 명시적으
로 적용 배제한다.
제5조에서는 소규모 농부에 대해 가입의무를 면하게 한다(즉, 제2조
의 적용 배제).
제6조에서는 사업주 및 자영업자를 임의가입대상으로 허용하고 있
다.

17) BKK, Sozialgesetze 2002 - Gesamtausgabe, 2002, pp.817∼821.
근로복지공단, ｢독일산재보험법｣, 1997, pp.19∼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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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위험
산재보상위험의 종류는 크게 근로사고(Arbeitunfaelle)와 직업병
(Berufskrankenheiten)으로 크게 구분한다(SGB VII, 제7조 제1항). 근
로사고는 작업중 사고는 물론 출퇴근재해 및 자녀의 처리를 위한 통
행시간도 포함하고(동 제8조), 직업병은 1) 독일연방정부가 연방상원
의회(Budesrat)의 동의를 거쳐 법령으로 명시한 질병이며, 또한 2) 산
재보험 적용대상자들의 피보험업무행위에 기인한 질병이다(동 제9조
제1항).
첫째, 근로사고는 근로행위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신체손상 또는 사
망을 야기한 사건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된다(동 제8조 제1항). 출퇴근
재해의 경우 1925년부터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오고 있
는데, 초기에는 거주지와 사업장 간의 통근과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통근재해의 인정 기준은 점차 완화되어 출․퇴근시 자녀를
유치원 또는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또는 데려오는 경우, 직장동료를 집
까지 데려다주기 위한 우회도 포함된다(동 제8조 제2항, 제3항). 출퇴
근재해는 사업주가 노력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자는 사업자측의 주장이 계속 있어 왔으나, 일단 적용상
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을 폐지하자는 측에서
는 출퇴근재해를 민영보험(자동차보험)으로 이관하거나 사업주가 혼
자 부담하지 않는 다른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직업병은 독일연방정부가 연방상원의회(Budesrat)의 동의를
거쳐 법령에 직업병으로 명시한 질병이며,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들의 피보험업무행위와 관련된 질병이다(동 제9조 제1항). 즉, 직업병
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즉 직업병목록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업병의 열거원칙은 재
해 판정의 경직성을 가져와 관련 당사자로부터 민원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최근 의학적 지식으로 피보험자의 당해 업무가 일반인들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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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높은 정도로 특정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
한다(제9조 제2항).
어떤 질병이 직업병목록에 명시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업무행위에
의해 일정한 근로집단에게서 다른 국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정도로
(erheblich hoeheren Grade) 발생확률이 높은 질병으로서, 이로 인해
근로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작업중단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동
제9조 제1항).
직업병은 직업병 시행령(BK-VO)에 규정된 직업병 목록을 종전의
59종에서 64종으로 확대하여 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표 2-6> 직업병 분류
직업병 집단 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코드)

제1군 화학물질

중금속(10종), 가스(2종),
솔벤트 등(17종)

제2군 물리적 환경

기계(11종), 기압, 소음, 방사선
2101부터 2402까지 총 15종
(2종)

제3군 감염

보건서비스, 검사실, 동물감염
3101부터 3104까지 총 4종
등 총 4종

제4군 먼지

inorganic dust(11종)
organic dust(3종)
호흡장애물질(2종)

4101부터 4302까지 총 16종

제5군 피부병

피부환경 및 피부암 등(2종)

5101부터 5102까지 총 2종

제6군 기타

광업환경

6101 1종

1101부터 1317까지 총 29종

자료 : HVBG, BG Statistics 2001, 2002, pp.132∼135에서 정리.

직업병 인정을 위한 제2조건인 업무관련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된다. 그 직업활동이 그 (직업)병의 유일한 원인으로 작용해야 하고
피보험업무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가 이 질병을 야기시키는 근거로 확
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제9조 제3항). 즉,
직업병 인정기준이 까다롭고 이에 따라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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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연도별 직업병 심사 및 인정건수(비율)1)
(단위 : 건수,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심사
71,709 80,282
건수

80,641 81,578 77,326

70,871

69,586 67,649 66,235

인정
25,514 27,892
건수

28,579 27,818 26,500

25,011

23,817 23,933 24,532

인정
비율

35.4

35.6

34.7

34.1

34.3

35.3

34.2

주 : 1) 이 비율은 완전인정 및 제한인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완정인정비율은 이에
비해 30% 정도 낮음.
자료 : HVBG, BG Statistics 2002, 2003, pp.38∼39에서 정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병 인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은 다음
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환자는 시간적으로 산재보험적용 피보험자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업무수행).
- 피보험자는 근무과정에서 직업병 유발요인(위험)에 노출되었어야
한다(위험노출).
- 피보험자는 의학적 관점에서 직업병으로 진단되어야 한다(직업병
발생).
- 피보험자의 (직업)병과 위험요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인과관계).
- 직업병 인정을 위해 신법에서 보장한 소급인정 마감기간 이전에
신청되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이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서는
1) 그 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이고,
2) 위험작업에 노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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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하였고,
4) 그 위험과 질병 간 (독점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5) 급여마감기간 이내 신청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병 신청이 불승인되는 원인별 비율은 다음과 같
다.

위험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고 있고, 두

번째는 질병 자체가 직업병이 아닌 경우가 25% 내외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것은 10%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업병 불승인의 가장 많은
사례는 과거 위험작업 노출여부를 확인하거나 질병의 진단에 관한 것
이라고 하겠다.
<표 2-8> 직업병 신청건수 중 불승인건수의 분석
노출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노출자체는 인정되는 경우
전체

노출없음 부적격노출

직업병
아님

1993

19,635
(56.1%)

2.206
(6.3%)

8,452
(24.1%)

3,615
(10.3%)

1,117
(3.2%)

35,205
(100.0%)

1996

27,610
(54.2%)

2,121
(4.2%)

14,539
(28.6%)

5,270
(10.4%)

1,361
(2.7%)

50,901
(100.0%)

1999

24,554
(54.4%)

2,764
(6.1%)

13,198
(29.0%)

3,997
( 8.8%)

987
(2.2%)

45,500
(100.0%)

인과관계결여 부적격관계

자료 : HVBG, BK-DOK ’99 Dokumentation des Berufskrankheiten- Geschehens in
Deutschland, 2001, p.42.

2.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가. 가입대상
독일의 법정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성격상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대상자와 서비스의 차이는 축소되는 추세이다18). 법정건강보험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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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층을 법정
건강보험에서 제외하여 민영보험을 통해 스스로 건강위험을 관리하도
록 하는 한편,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적절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급여비의 제한없이 산재보험조
합이 전액 부담한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급처치 요원이
나 비상대기 의사가 응급조치를 한 후, 군․경․소방대․개인이 운영
하는 수송회사, 병원에 연락하여 구급차 또는 헬리콥터로 이송하는데
이에 대한 경비도 전부 산재보험조합에서 부담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의약품, 물리치료, 그리고 보조도구의 구입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
담한다(1일 이상 모든 재해에 대하여 의약품, 물리치료, 보조기 등 일
체의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부담).

나. 급여대상위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본인부담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같고19), 다
만 사고 및 질병의 원인을 따지지 않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사고(산업재해 또는 직업병)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

다. 급여의 종류
병원치료 및 보충적 급여 등 급여내용(예: 부상급여, 전환급여 등)
은 유사하나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
이다. 즉, 건강보험은 치료비용 및 관련 급여가 제한되어 있다(산재보

18) Mueller, Rolf Dieter & Stanski, Volker, Die Beziehungen zwischen Krankenversicherung und Unfallversicherung, Asgard-Verlag, Sankt Augustin,
1995.
19) 독일의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이 없으므로 독일에서 산재보험인정 여부는 그다
지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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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급여의 제한이 없음).

라. 병원 및 의사의 선택권
산재환자의 경우 모든 의료재활의 범위는 산재보험조합에서 부담하
는 데 비해 건강보험은 비용에 대한 한계선도 있고 비용을 검토하는
절차도 엄격하고 까다롭다. 예를 들어 척수환자의 경우 휠체어 사용시
집구조를 개조해 주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은 2,600유로만 부담해 주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전부 부담해 주고 있다.
건강보험은 환자가 의사를 정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전
문의사(DA)에게 가야 하고 산재전문의사의 결정에 의하여 입원여부
를 결정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병원을 정해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
료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한편 건강보험은 의사와 병원의 선택권이 있으나, 산재보험은 그
사고나 질병이 중대한 경우 산재보험 운영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
를 받도록 되어 있다(즉, 가벼운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도
병원의 제한을 두지 않음).
즉,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의사 및 병원 선택권이
없으나(경미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의 이용이 허용된다), 비
지정 의사 및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사전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발생일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 완치
되거나 그 상태가 정지되어 더 이상의 악화와 호전이 없게 될 때까지
지급된다(SGB Ⅶ 제27∼제34조).
산재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질병이 재발한 경우 질병재발시점부터
다시 부상급여가 지급된다(SGB VII 제48조). 이에 관해서는 제45조부
터 제47조가 적용된다. 부상급여 업무는 산재보험조합에서 건강보험에
지급 업무를 위탁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후에 산재보험
조합과 건강보험조합 간에 정산하여 산재보험조합에서 건강보험에 정
산된 금액을 지급한다(부상급여는 관련자료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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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만, 건강보험조합에서도 받아간다).
휴업급여나 전환급여는 건강보험이 산재보험조합 대신 지급(대행)
하고 건강보험에서 휴업급여 중에서 사회보장기금을 내고나서 산재보
험에 사후청구한다(독일에서 개인별 소득정보를 얻는 것은 용이함).

마. 진료수가 및 진료비 청구/심사
건강보험수가와 산재보험수가는 보험운영자와 병원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수가가 외관상 다소 높은 편이며 그 이유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내용과 수준이 건강보험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데
기인한다.
SGB VII 제34조 제3항에 따라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연맹, 농업부
문 산재보험조합연맹, 공공부문산재보험기구 등과 독일의사협회 간에
체결된 협약서 제64조 및 제65조에는 진료비청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재보험조합에 대해 의사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신상정보, 사고일자, 고용관계(사업주의 성명
과 주소, 학생인 경우 학교 정보 등), 진료일시, 진료내용코드(수가표
에 명기된), 진료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진료비의 사전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이유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조
합은 의사의 청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진료비는 청구일로부터 늦어
도 4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인해 4주 이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상해 및 질병형태별로 치료내용이 사
전에 표준화된 포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Durchgangartz가 관련 정
보를 보유함). 다만 비정상적인 고액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조
합내 전문행정직원이 사후검사 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조정(감액)한
다.
병원의 경우에도 입원비용이 1일 얼마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수가는 보험자와 병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산재보험은 비용이 높은데 산재보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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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병원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자가 지
불하기 전에 검토하여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조정한다.

제 3 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1. 산재신고
가. 응급조치
산재보험조합 기술안전부문에서 제정하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
는 사고안전규칙이 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주는 응
급조치요원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규칙의 첫 번
째 규정은, 사고발생 후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주의 손해경감의무
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사고 직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신고의무
가 있고, 또한 산재근로자를 빨리 병원이나 산재전문의사(DA)에게 보
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현장에 산재전문의사(DA)가 가는 게 아니
고, 사고현장에는 그 사업장에 있는 회사소속 응급처지요원 또는 구급
차를 부를 경우에는 응급의사가 와서 응급처치를 한다. 그 다음에 산
재전문의사(DA)에게 알리면 그 산재전문의사가 와서 산재전문 병원
으로 데려가거나 개업의일 경우에 나머지 처치를 하고 병원에 보내거
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경미한 부상일 경
우에 일부러 특별전문의인 산재전문의사(DA)까지 올 필요가 없고 주
치의가 있을 경우 그 주치의한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응급구조대가 와서 환자를 어느 병원이든 데
리고 가면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조합에 신고가 된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산재전문/지정병원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즉, 중대재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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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반드시 산재병원으로 가야 하거나 산재전문의사(DA)를 반드시 거
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병원이나 가면 다른 절차를 통해 전원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고발생시점부터 산재보험조합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제반 비용을 모두 지불해 주고 있다.
심각한 사고의 경우 구조대가 오는데 응급구조대는 산재전문의사
(DA)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며, 일반의사도 산재전문의사가 있는 곳
을 알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어디에 산재전문의사(DA)가 있는지를

항상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안내장을 걸어두어야 한다(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지역에 산재전문의사(DA)가 있는지 알
림판에 붙어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부착되어 있음).
한편 산재사고가 가벼운 부상일 경우에는 아무 의사에게나 갈 수
있다. 의사들은 대체로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에 대해서 알기 때
문에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산재전문의사
(DA)에게 보내는데, 이때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고
나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게 된다.

나. 산재신고의무자
1) 기본구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여부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확인 및 처리업무는 산재보험조합에서 담당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는 사고보고서
(Unfallanzeige)를 산재보험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산재전문
의사(DA)에게 가고, 산재보험조합은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아주 드물게 사업주의 의견과 근로자
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증인진술을 토대로 확인하
여 산재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지 않고 산재보험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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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
사업주들이 사업체에서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사항과 산재
근로자를 적절한 의사나 병원에 즉시 이송하는 사항은 의무 규정이며,
산재보험조합은 BG Heilverfahren이란 처치제도를 개발하였는데 이것
은 포괄적인 첫 단계 의료처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사업주의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일지라도 산재보험조합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개별 산재보험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는
사고 후 사고경감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
다(사고예방규정에 명기되어 있음). 이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
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화로 일단 산재보험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여
러 산재보험조합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산재사고에 대한 조합별 책임
문제는 사고 후 14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재전문의사(D-Arzt)
이 제도의 조직구조는 임시조치 과정과 부상정도 분류 과정으로 되
어 있는데, 산재전문의사(DA)는 재해환자에 대해 등록의사나 일반적
치료로 충분한지, 또는 입원․통원이 필요한지, 특수 치료가 요구되는
지 등을 평가해야 하며, 만약 특수 치료가 요구된다면 의사는 부상 종
류와 부상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치료적 초기
단계라고 칭하며 필요한 조치 후에는 적절한 병원이나 산재보험조합
의 산재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산재전문의사(DA)는 부상자를 지체 없이 전문적으로 응급치료해야
하며, 부상의 성격이나 정도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이 직접 부상자를
치료할 것인지, 일반 보험회사 의사, 주치의 등에게 보낼 것인지, 전문
치료를 요하는 경우 전문병원으로 보낼 것인지를 판단해서 부상자를
치료하게 함과 동시에 산재전문의사(DA) 보고서와 두부부상, 무릎부
상, 중대화상, 전류에 의한 사고의 경우 추가보고서를 거친 후, 그들에
대한 보고를 산재보험조합에 다시 하게 된다.
산재보험조합은 산재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아닌 외래 산재환자관리
를 이러한 산재전문의 제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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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앰뷸런스 등 응급의사에게 연결되면, 산재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그 의사는 산재전문의사(DA)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산재전
문의사(DA)는 환자를 확인한 후 자신의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다
른 병원으로 보낸다. 중대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전문병
원으로 가서 치료해야 하지만, 경미한 산재사고의 경우 주변 일반병원
/의사에게 치료받아도 된다. 산재보험조합에 대한 산재전문의사(DA)
의 보고의무 수행에 대해서 의료수가는 없으며 보고에 대한 수수료가
7.5유로 정도이다.

다. 산재신고
독일의 경우 산재사고 신고의무는 사업주와 산재전문의사(DA)에게
각각 부과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193조). 그중 산재전문의사(DA)를
통해서 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업주의 신고는 부수적으로 이루
어진다. 즉,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조합은 산재신고를 산재전문의사(DA)
로부터 먼저 받게 되는데,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고 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자로부터 병가신
청이 들어오면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거의 80% 이상이 산재전문의사(DA)를 통해서 산재보험조합에 신고되
고 있고 사업주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물론 사업주는 사고발생 후 보험료 및 기타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
에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가거나, 동료를 통해 병원에 가기
때문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신고가 이루어진다. 사업
주의 신고의무는 사업주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산재환자의 근무
처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물론 사업주의 신고가 없어도 산재보험조합이 직접 근무처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다고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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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다. 사망사고의 경
우는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3일 이상의 병가가 필요한 사고 역시
신고의무 대상인데 신고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으며 신속하게
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중대사고는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일단 전화로 신고한 후 나중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으나 산재보험에서 적
용하지 않는다. 산재전문의사(DA)를 통해 사업주보다 더 빠르게 사고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 신고를 기다리지
않으며, 사업주가 신고를 지연할 수 있으므로 산재전문의사(DA)를 통
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산재신고내용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신고하는 서식(Unfallanzeige)에는 일반인과
대학생의 경우, 산업분야, 사업주 이름, 주소, 사고유형, 과정(부상부위,
치료 장소), 치료 후 직장에 돌아갔는지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사업주
가 조합에 제출하는 신고서식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며, 조
합의 산재전문의사(DA)의 산재신고 후에 작성된다.

2. 산재 입증
사고신고서는 업무중 사고라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조합은 실제 산재사고인지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사고은폐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독일에서도 사업주가 산재사고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 경우가 있으나, 증인을 세우고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는 것은 조
합이 결정하는 것이며 근로자도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
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사고 조사업무는 산재보험조합의 고
유업무이며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하고 있다.
직업병과는 달리 산재사고는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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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이에 따른 분쟁이 많지 않은 편이다. 즉, 산재사고는 입증하
기가 직업병보다 용이하여 산재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산재근로자와 산
재보험조합 간 갈등문제가 적다. 출퇴근사고도 마찬가지이며, 독일에
서 출퇴근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
라 불경기가 올 때마다 사업주들이 적용폐지를 주장해 오는 오래된
이슈이다.

가. 입증책임자
독일은 사고가 알려짐과 동시에 산재보험조합에서 산재사고인지 아
닌지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입
증책임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있으므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 입은
것을 증명해야 하나 산재보험만 예외가 된다. 이는 산재보험 입안은
산업평화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산재사고를 증명해야 하고 사업주
가 반대하는 것은 산업평화를 깨는 경우가 되므로 이러한 것을 해결
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만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이는
산재보험조합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조합에 사업주와 근로
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산재보험조합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확보
되는 측면도 있다.
1885년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는 산업화과정 속에서 노
사갈등이 심하던 때이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
하였다. 그 당시의 사회계층은 귀족, 대농가(지주), 나머지는 근로자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근로자는 산재를 당했을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금 수급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에 정부에서 제안을 한 것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배제할 수 있는 독
립적인 법인체를 설립하여 보상을 모두 해줌으로써 사업주는 요구에
서 해방되고 근로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원칙은 누가 잘못을 했는가를 따지
지 않고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원칙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어기고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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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사업주가 안정장치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해준
다(예 : 건설업에서 프레스에 안정장치가 있으나, 근로자는 작업을 빨
리 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없애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해줌. 이는 사고
를 내기 위해 안전장치를 없앤 것이 아니고 일을 빨리 하기 위해 발생
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적인 사고를 낸 경우 보상
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연금을 받기 위해 손목을 자르는 경우 보상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 입증 내용
산재여부, 즉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입증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조합의 업무이다. 사고 직후 산재여부에 대해 우선 산재전문
의사(DA)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산재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산
재보험조합에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산재라거나
또는 산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자기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 각 산별
산재조합이 최종 결정을 한다. 산재사고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한 모
든 증거물과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증거물을 모두 조사해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산재보험조합에 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평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일정정도 배려하는 부분도 있다.
산재사고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기계작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계를 작동하는 것
은 노동관계이지만 술을 마신 것은 개인에 대한 행위이므로 평가를
해야 한다. 즉, 알코올을 복용한 것이 유일한 사고원인이 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술을 안 마셨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이 확실하면 알코올이 요인이 되므로 산재보험조합은 면책이지만, 알
코올을 마셨다는 자체만으로 평가 없이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외
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을 때의 만취한
상태란 사업주가 요구하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기준이 없으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만취된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사업장의 사
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며(업무수행성 부인), 만취된 상태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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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느 정도 업무능력이 저하되어 있는지 평가분석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작업기준을 위반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
용받지 못하는데 알코올은 고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의중과
실은 자신이 이 행동으로 인해 목표하는 바가 같아야 하는데 알코올
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알코올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산재보험조합 직원에게 있다. ‘만취’란 아무것도 할 수 없
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고의는 판례상 알면서도 목적을 갖고 행한 행
위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고의로 인한 사고는 수십년에 1건 정도로
매우 드문 경우이다.
만약 근로자는 산재전문의사(DA) 보고서를 통해 고의가 아니라고
하고 사업주는 사고신고서를 통해 고의라고 주장하면, 경험상으로 항
상 환자가 사고 직후에 의사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진실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진술한 내용을 신뢰한다. 그러나 실제로 누구의 주장을
믿느냐 하는 것은 산재보험조합이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개인별
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 아주 드물게 사업주의 의견과
근로자 의견이 모순된 경우가 있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 재현을 하게
되고 증인에게 묻기도 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거치게 된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태가 재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기
다렸다가 하게 된다. 또한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 조사가 길어지고 어
려워지며 앰뷸런스나 주위 증언을 듣게 된다.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무조건 길게 끌 수는 없으므로 불분명한 부분은
증인을 통해서 확인한다. 산재보험조합의 시각에서 산재가 아닌 것 같
지만 증인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해 준다.
산재의 경우 목격자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
성은 산재보험조합에서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싣고 가던
운전자가 갑자기 기절을 했으면, 그 사람이 운전 중에 기절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거기는 물론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어, 그 주변 사람
들에게 다 물어본다든가 해서 증명을 해야 한다. 산재보험조합에서 모
두 사고조사를 했는데 산재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산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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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법원에서 해결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는 산재사고임을 증명해
야 할 의무가 있고 산재보험조합은 산재사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사회법원에서는 판사의 가치관이 많이 개입되며, 특히 직업병의 경우
판단이 매우 어려우며 위험요인이 얼마나 인정되는가에 따라 다르다.
한편 사업주가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산재보험법과 관계없이
기업주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본래
는 보험료를 냄으로써 모든 의무에서 벗어났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도
모든 권리는 산재보험조합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주
가 고의로 알면서도 규정을 어겼을 경우 산재보험조합은 아주 드물게
확실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청구를 한다. 이러한 사고가 사업주의 부주
의로 일어났으므로 처벌의 의미로 청구하는 것이다.

다. 입증방식
법적으로 산재보험으로서 직업병의 의혹이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그 소문이 나는 즉시, 산재보험조합 소속 전문의사들이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한다. 신고를 받은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사업장 특성, 노동특성,
물질특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환자에게 자료 요청 등). 이는
업무기인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3. 승인결정
가. 승인결정자 - 산재보험조합
의료재활은 사고 발생 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응급처
치, 수송, 치료․요양의 과정을 포함하며 4가지 원칙에 따른다.
- 1원칙 : 사고발생 지점에서의 응급처치
- 2원칙 : 산재보험에서 산재근로자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전문적
인 능력과 시설을 갖춘 의사와 병원에게 권한 부여
- 3원칙 : 전문 종합병원과 산재보험의 계약의사 및 산재보험 운영

40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기관 간의 협력
- 4원칙 : ‘재활을 한 손에’라는 원칙 - 응급처치부터 부상․질병의
완전회복까지 가능한 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동일 의사가 책임
담당
모든 치료과정은 치료적 처치란 용어로 실행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산재보험조합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의료적 처치는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재발 또는 악화되었을 때도 인정
되고 있으며 치료적 조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의료 및 치과치료
- 의약과 처치
- 치료수단(물리치료, 행동언어치료, 직업적 치료 등)
- 보철구와 그 외 보조
- 강장제와 작업치료
- 간호, 개호
이와 관련하여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과 및 치과진료, 투약과 처치
․재활치료(운동요법,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보철술(의치 또는 의족 등), 정형외과술 등
․기능검사와 작업치료, 각종 간호 등

나. 승인결정방식
긴급 후송을 위해 응급차와 응급헬리콥터(1회 사용료 평균 1만5천
유로, 약 1,800만원)의 연계망을 활용하고, 치료․요양기간 동안 직업
재활도우미를 통하여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산재병원은 일반
(비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조합에서 지급확약을 받고 환자를
치료한다. 환자들이 오면 병원장은 환자의 서류(병력, 치료경력 등)를
검토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전환을 위한 직업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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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및 노동청과 연계하여, 퇴원 후 직장복귀가 가능하도록 한다.
산재병원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재해와 질병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
는 치료절차를 지정하고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선 특별치료를 해야 하
는 경우 문서로 산재보험조합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급한 환자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한 후 추후에 문서로 보완/제출한다).

4. 분쟁조정기구
산재보험조합에서 산재사고가 아니라고 불인정하고 산재근로자는
산재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조합에 이의신
청을 하거나 사회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즉, 산재근로자가 사업주
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조합을 상대로 다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법으로 인하여 연금소송이든, 직업병 인정
소송이든 관계없이 모든 의무로부터 사업주는 해방되게 되고 산업평
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연금지급 여부는 지역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연금위원회가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연금
수준을 정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연금위원회와는 다른 이의신청검사위원회가 있어 재검토를 하게 되는
데 분쟁이 거의 해소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급부관련 분쟁조정은 산재보험지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지부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문제해결이 안 되면 지역협
회로 오지 않고 사회법원에서 처리한다. 사회법원에 제소를 해도 환자
에게는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고, 제소는 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며 비용은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으로 산재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며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한다. 사회법원으로
가는 것은 건강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에 관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사가 근로자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판사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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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선임은 자유인데 1심과 2심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으나 3심은 변호사가 필요하며 패소한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사회법원 소송대상은 산재보험조합이고 이의제기가
되면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일반법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사회법전(SGB)
제4권 제4편은 사회보험 운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
재보험조합 등 사회보험 운영자는 공법상의 조직으로 일정한 조직형태
(총회, 사무국, 이사회 등)를 구축하고 내부운영규정을 보유해야 한다.
동법 제36조a항은 각 사회보험 운영자별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
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연금에 관한 의의신청을 담당하고, 특히 산
재보험의 경우에는 최초연금의 결정, 연금수준의 인상/삭감/회수(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른) 등에 대해 결정하고 일시금 지급, 상시 보조적
지원(Beihilfen) 및 개호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결정하는 ‘연금위원회
(Rentenausschuess)’이다. 동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각 사업주와 근로
자의 대표로 절반씩 구성되고, 위원은 피선거권이 있는 조직회원자격
을 충족시키는 자로 제한한다. 연금위원회 위원은 산재보험조합 총회
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6년이다(SGB 제4권 제58조 및 Bau-Berufsgenossenschaft Hannover 정관 제12조a항 참조).
이에 따라 산재보험 운영자인 각 산재보험조합들은 연금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금위원회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되
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산재근로자들의 연금을 결정하므로 문제가 그
다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금
위원회에서도 산재근로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조합을 상대로 사회법원(Sozialgerich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법원은 3심제(사회법원, 주사회법원, 연방사회법원 등)로 구
성되어 있다.
사회법원은 30세 이상의 시민들 중 선발된 인원으로 하여금 임기 5년
이상 무보수로 근무하게 하는 명예판사제도(Ehrenamtlichen Richte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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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직업병의 신고와 인정절차

[그림 2-1] 단기확인 절차(예비절차)
직업병신고
척추관련 작업 이전기록 확인
직업병 목록 확인
근로자의 직업병 및 질병 병력 확인
a) 개인병력 정보사용 동의요청
b) 직업/건강 질병 관련 질의
(보험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위험작업참여여부 검사
위험작업이 없는 경우

소급약관을 통한 적용 제외
다른 보험자에게 제출

의학적 확인절차
거부 결정

a)
b)
c)
d)
e)

최초 병력 조사
건강보험의 기존 질병목록
연금보험의 치료경력 확인
의사의 검사 보고서(X-ray, TC, MRI):서식 등
원호청 서류
산업의사의 예방적 조사
의학적 검사

의학적 전제조건 불충족

강도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음

원본 확인

원본 확인

불승인 결정

불승인 결정

의학적 관점에서 가능한 직업병

44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그림 2-2] 정식확인 절차(예비절차)

직업병력에 대한 다양한 조사
(설문, 사용주 대상)
예방부서에서 상세한 입장 표명
의학적 소견 조사

역학 조사

의학적 요건 불충족
강도와 기간 측면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

원본
보험자의 참여

불승인 결정

서류
판정

직업병 없음

직업병 확인

중지의무
원본

인정 결정

불승인

해고의무 없음
원본
이후에 보직변경

원본

불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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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 의사
직업병 신고는 의사의 의무사항이다. 환자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의사는 산재보험조합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산재보험법 제202
조). 즉,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업병인지 의혹이 있을
경우 의사는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그 후 조합은 자문의사(Beratende Artzt)를 배정하여 검토하게 하고
조합내 기술위원회에 신고한다. 자문의사와 기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
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조합이 직업병 인정여부를 최종결정하고, 여기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환자는 산재보험조합을 연방사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직업병 인정비율은 약 40% 수준이다.
즉, 신고받은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자신들의 지정의사(자문의)에게
연락하고 기술적인 감시기구가 있어 그 사업장에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은 노동부의
시행령으로, 어떤 정의하에 직업병이 되며 어떤 조건하에 발생하는지
에 대해 기술되어 있어 이 규정을 기초로 하여 검사가 이루어진다.
의사, 학자 등이 많은 기간동안의 연구를 통해 직업병을 정하게 되는
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작업환경에 따른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환자가 직업병인지 모르고 병원을 찾게 되면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
료하고 의사도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받는다. 건강보험조합은 치료내
용 확인을 통해 의사가 부당하게 건강보험으로 또는 산재보험으로 처
리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이는 건강보험이 산재보험 대신 비용을 부
담하기 싫어하므로 의사를 통제하게 된다. 즉, 건강보험, 의사, 환자가
신고하게 되어 산재인정여부가 확인되고, 오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산재병원은 어느 병원이든 직업병 진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의
사가 진단서에 기재한다고 해서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
사가 산재보험조합에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을 할 뿐이며,
직업병 여부는 산재보험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조
합에서 직업병을 불승인하면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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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환자는 사회법원에 산재보험조합을 제소할 수 있다.

2. 직업병 인정기준 : 노동사회부 자문위원회
직업병은 여론에 주목을 받는 이슈이며 직업병 목록에 특정 질병이
올라가는 것도 별도의 절차와 과정이 있다. 의학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질환들이다. 직업병 인정목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연방노동사회부에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설치/운영중에 있
다. 이 자문기구는 상임기구로서 2개월에 1회 종일회의(교수, 의사, 실
무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2002년 현재 무릎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의 중에 있다. 동 자문기구는
결정이 나기 전에는 토의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특정 직업/직무와의
연관성, 즉 인과관계 판정이 중요한데 신종직 업병 확인시 소급적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업병목록에 병명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전문가집단)의
사례조사가 요구되는데, 독일은 물론 전 세계의 경우를 통해 조사하여
특정직업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확인하는 절차이
다. 최근 등재된 2개의 질병은 근육압력으로 인한 마비와 석면에 의
한 폐암으로, 이 질병은 자문기구에서는 인정하자고 주장하여 일부 산
재근로자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으나, 이번에 법(부록)개정으로 모든
산재근로자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직업병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만 노동사회부의 자문기구에서 실제적인 검증을 거쳐 직업과 관련된
병이 있으면, 그것을 목록에 직업병으로 올려야 된다는 제안을 한다.
즉, 역학조사와 실증분석을 다 거친 어떤 병이 있으면 이 병은 어떠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병이므로 직업병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
다. 목록 중에는 그냥 병명 또는 증상만 쓰고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가 있는가 하면, 25년 이상 그 곳에서 일을 했어야 된다 하는 세부적
인 조건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직업병에 속하지 않으며 직업관련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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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서로 협력하여 예방 차원의 프
로그램을 만들어 요통발생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척
추와 관련해서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 간호사, 도로공사 기계사용자, 운전자 등은 진동이 심
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직업병의 경우 예방활동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독
일에서는 석면에 의한 직업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에
서 1980년 초반까지 독일에서는 석면을 널리 사용했는데, 석면은 20
년 내지 40년 후에 발병하여 2010년에는 석면관련 질환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면관련 직업병 인정질환은 폐암, 규
폐, 늑막과 복막에 암 발생 등이다. 석면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석면흡입으
로 어떠한 병이 생기는지 역학조사를 통해 연구 중에 있다.
석면에 의한 종양은 악성이며 확인이 되고 나면 6개월 내에 사망하
므로 6개월 안에 산재보험 행정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 병의 경우
95%가 석면으로만 생기므로 만약 어느 근로자가 이 병이 있다면, 석
면관련 업무를 했는가만 확인하고 나면 1일을 일했어도 생길 수 있으
므로 무조건 인정하며 근무기간을 묻지 않는다.

3. 직업병 인정과정 : 산재보험조합 주도
직업병목록에 있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직업병으로 인
정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개별적인 조사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방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예를 들어 피
부병의 경우 직업을 통해서 병에 걸렸더라도 선천적으로 민감성이 작
용하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DISCO 음악은 청각장애
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데시벨을 갖고 있는데, 젊은이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이 음악을 들어 청각장애가 있다가 일을 하다보면 청각장애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업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건설업은 난청, 요통, 무릎관절, 피부 순으로 직업병이 많은데,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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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경우 직접 분말을 섞어 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분말에 발암물질
이 들어 있어 20∼30년이 지난 지금에야 방광암이 생겨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사고와는 달리 직업병의 경우는 40% 정도 인정이
된다. 직업병의 경우 직업 내에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힘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
예를 들어 암환자의 경우 암은 어떤 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직업병 인정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산재보험조합직원이 한다. 산
재보험조합은 항상 자문의가 있어 자문을 받고 기술감독관(어느 사업
장에서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를 알고 있음)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검
토한다. 의학발달에 따른 의학지식도 필요하나 직원의 경험에 의한 결
정이 중요하며 이는 담당직원소관이다.
직업병 인정기간까지 진료비는 먼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조합과 건강보험조합 간에 사후정산을
한다. 즉, 건강보험자와 산재보험자 간에 정산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며
환자는 치료만 받으면 되고 진료비와 관계가 없다. 건강보험급여와 산
재보험급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
지 않는 급여를 요구해서 자비로 지급한 경우에 추후에 산재로 인정
되면 산재보험에서는 환자에게 사후에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건강보
험에서 지급하지 않지만 환자가 원해서 1인용 병실을 사용하고 환자
가 병원에 병실료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환자에게 지급해 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적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도 나중에 산재보험에서 보전해
준다.
한편 의사는 직업병으로 확정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일단 건강보험
에 청구한다. 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해 이 상황에서의 진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다만 산재환자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의사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산재보험조합에 신고할 의
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건강보험조합과 산재보험
조합의 감시를 받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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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처리되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건 치료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변화가 없다.
직업병으로 의심된다고 의사로부터 보고받은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산재보험조합은 환자의 병력 및 경력에 대하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환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조사나 직접 방문하여 대화
하는 경우도 있다. 중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력과 병력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가적인 서비스의 차원으로 조합의 의무사
항은 아니다.
예컨대 석면관련 악성종양의 경우 산재보험조합에서 조합직원을 내
보내 환자에게 가서 환자가 해야 할 서류처리를 대신 해주어, 환자가
산재보험조합이 자신을 위해서 처리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남은 생
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업무는 산재보험조합에 소속한
사회사업가가 하기도 하고 직원이 하기도 한다.
직업병 인정여부에 대한 산재보험조합의 조사는 질병의 종류에 따
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나 대체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
조사가 끝나면 조합에서 직업병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직업병으로
결정이 나면 모든 비용은 산재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조합
과 산재보험조합 간에는 지난 시기에 대한 진료비를 상호 정산하게
된다.
산재보험에서 직업병의 경우 통계적으로 신고건수 중 약 40%만 인
정되므로 실제 40% 인정된 부분을 다시 산재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
정하면 행정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과반수가 넘고, 건강보험은 노사양측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
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직업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
재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산재보험수가는 건강보험수가보다 고가인데 저렴한 건강보험수가를
먼저 적용하면 병원의 불만은 없을까? 직업병의 경우 의사들은 직업
병 치료로 인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산재사고가 주수
입원이 된다. 또한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산재보험처리가 되

50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기 때문에 그 인정되기까지의 기간까지 건강보험에서 처리하고 정산
하면 된다. 산재보험에서 더 높은 수가를 주는 것은 특수치료의 경우
이며 일반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없고, 건강보험
에서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제공하고 수가수준도
높은 것이다.

4. 입증책임
가. 병명의 확정 : 의사
일단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병명이 확정된다. 이 과정은 환자가 하
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조합에서 해줘야 한다. 보험에서 이 사람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줘
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장에서 어떠한 노동을 했고, 어떠한 물질
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조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조합에서 해야 되는
일은 과연 이 병이 그 물질에 의해서 기인된 병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나. 의학적 연관성의 입증 : 환자의 서류제출
직업병 인정을 위해서 환자는 근무장소, 기간, 물질, 질환명, 의사진
료,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근
로자가 특별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사용한 물질에
의해서 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입증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
연관성까지 증명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석면이 많은 호흡기 질환
을 일으키지만, 그것들이 모두 직업병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같은
석면에 기인한 질환일지라도 직업병목록에 올라와 있는 질환만을 인
정한다.
의학적 연관성 입증을 위해 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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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무기간 등이 포함되어 사고조사를 위한 준비자료로 활용된다. 각
질병마다 다른 서식이 있는데 산재보험조합이 이것을 환자에게 보내
면 환자가 직접 작성해서 산재보험조합으로 보내준다.
때로는 산재보험조합 직원이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도 하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가서비스이다. 이는 중환자
의 경우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며 적용기준은 조합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다. 이는 환자
집을 방문하여 알고 싶은 것을 모두 물어볼 수 있고, 간 김에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병원자료를 수집하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산재보험조합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다.

다. 노동계의 입증책임전환 요구
산재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해단체들은, 직업병은 다
른 병과 달리 직업병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검증을 산재보험에서 하고
무조건 목록에 있는 것은 직업병으로 치료해 주고 직업병이 아닌 것
으로 밝혀지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단체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노사
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마련하나 산재보험은 사측만이 부담하므로, 노
측에서는 무조건 직업병으로 하도록 하고 산재보험은 직업병이 아님
을 증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직업병임을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입
증책임을 산재보험조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산재보험조합측
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즉, 산재보험이 생긴 이유가, 이전에는
근로자가 입증을 했어야 했으며 산업계의 갈등요소가 되어 산재보험
조합이 사업주를 대리해서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대신 중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해 줄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직업병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
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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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조정
직업병 판정에 관한 모든 절차는 조합에서 수행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직업병이 아니라거나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환자가 승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환
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내 이의심사위원회가 검토
를 하고, 그래도 번복결정이 나지 않고 또한 환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회법원에 제소를 해서 소송을 통한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심사위원회는 대개 지역협회에 설치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사
무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이의심사위원회는 근로자대표 1명, 사
업주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산재보험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산재보험 관련 행
정처리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병 판정결과에 대해 산재보험조합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면 그 문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권리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우편물도착) 4주 이
내이고, 이의신청이 있은 후 산재보험조합은 해당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다. 이의신청 후에 모든 절차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소견
서를 새로 발급, 사고조사도 다시 하며, 의사소견도 다시 받고 필요하
면 모든 과정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의혹이 있는 부분은 모두 다시 하
게 된다. 이 때 같은 사람이 또다시 동일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이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근로자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 사회법원에
서 다루게 된다. 사회법원에서는 다른 보험관련 기구와 마찬가지로 판
사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판사
는 연금을 더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조사를 판사 쪽에서 다시
하게 된다.
판사는 3명으로 구성되며 1명은 전문판사이고 2명은 명예판사(노사
각각 1명씩)이다. 판사 3명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판결을 하
는데, 불복하면 전문판사로만 구성된 2심으로 가게 된다. 대부분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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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끝나며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경우에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
으나 드물다. 대부분은 이의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의신청이 많은 직업병 중 하나는 척추손상이다. 이는 과거 서독
에서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동
독에서는 직업병이었다. 통일 후 노동조합에 의해 척추손상은 직업병
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개인별로 불인정사례가 많아 이의신청이 많
다.

제 5 절 분쟁 통계 및 사례

<표 2-9>는 독일 하노버건설업산재보험조합의 최근 소송관련 통계
이다. 조합과 회원 간의 소송도 다소 있지만, 그보다는 조합과 산재근
로자 간의 급여관련 소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의 경우 전
년도 이월된 소송 총 1,022건과 당년도 발생 소송 856건 등 총 1,878
건이 지방사회법원에서 진행되었고, 그중 약 35%에 해당하는 665건이
당년도에 정리되었다. 어림잡아 지방사회법원에서 처리되는 소송 중
약 20%가 주사회법원에 항고하지만, 연방사회법원에까지 상고하는 건
수는 전혀 없다. 전체 소송 중 약 절반이 직업병과 관련된 것으로, 일
반 산재사고나 출퇴근사고에 대한 직업병 발생비율이 낮은 데 비해
직업병 소송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사회법원의 경
우 해결방식으로는 소송인의 취하가 약 50%를 차지하고, 약 40%가
선고까지 가는데, 선고의 90%는 산재보험조합의 승소로 마감하게 되
며 이는 산재보험조합의 중립적 운영과 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이에 따라 독일 산재보험의 산재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는 산
재근로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산재보
험조합의 운영방식은 합리적/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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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하노버건설산재보험조합의 소송건수(2000년)
소송(지방사회법원)

항고(주사회법원) 상고(연방사회법원)

불승인 (기각)

급여관련 회원/갹출 급여관련 회원/갹출 급여관련 회원/갹출 급여관련 회원/갹출
전년도 미결(전년이월)
당년도 발생
전체

1,022(506)
856(378)
1,878(884)

192
96
288

190(92)
185(66)
375(158)

11
11
22

0 (0)
0 (0)
0 (0)

0
0
0

0 (0)
21(8)
21(8)

0
1
1

0(0)
328(155)
18(3)

1
24
42

1(1)
55(31)
4(0)

0
4
3

0(0)
0(0)
0(0)

0
0
0

0(0)
5(2)
0(0)

0
0
0

22(4)
0(0)

3
2

4(0)
0(0)

0
0

0(0)
0(0)

0
0

0(0)
0(0)

0
0

2(0)
0(0)
0(0)

2
0
0

3(2)
2(0)
0(0)

1
1
0

0(0)
0(0)
0(0)

0
0
0

15(5)
0(0)
0(0)

1
0
0

245(102)
19(10)
5(1)
26(15)

21
3
0
7

55(19)
1(0)
0(0)
3(2)

3
0
0
0

0(0)
0(0)
0(0)
0(0)

0
0
0
0

0(0)
0(0)
0(0)
0(0)

0
0
0
0

전 체

665(290)

105

128(55)

12

0(0)

0

20(7)

1

당년도 미결(차년이월)

1,213(594)

183

247(103)

10

0(0)

0

1(1)

0

당년도 해결
소송취하
산재보험조합의 취하
소송인의 취하
화해 (Vergleich)
인지 (Anerkenntnis)
산재보험조합의 인지
소송인의 인지
결정 (Beschluss)
산재보험조합주장결정
소송인주장 결정
기타 (부분인정)
선고 (Urteil)
산재보험조합 승소
소송인주장 승소
기타 (부분인정)
기타해결 (sonstige)

자료 : Bau-BG Hannover, Jahresbericht 2000, 2001, p.42. ( )안의 숫자는 직업병
관련 소송건수임.
이현주 외,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 2002, p.8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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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요약과 시사점

1. 산재사고
산재사고의 신고의무자 = 산재전문의사(DA) 및 사업주
입증내용 = 업무상재해
입증책임자 = 산재보험조합
분쟁조정기구 = 산재보험조합 이의심사위원회 및 사회법원
* 신고의무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아닌 의사(DA)에게 집중되어 있
다.
(근로자나 사업주가 신고하기 곤란한 현실성과 산업평화를 감안
한 제도이다)
* 산재보험조합 및 분쟁조정기구가 노사동수로 운영되어 공신력이
높다.

2. 직업병
신고의무자 = 의사
입증내용 = 병명 및 의학적 연관성
입증책임자 = 의사 및 환자
분쟁조정기구 = 산재보험조합 이의심사위원회 및 사회법원
독일 내에서도 직업병 인정문제는 산재보험제도에서 논란이 많은
취약점이다.
*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두텁게 되어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
지 않다.
산재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처리하고 산재로 확정된
이후에 산재보험조합과 건강보험조합 간 사후정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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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1.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작업 관련 부상과 질병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고통과 어려움
을 초래한다. 근로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괴로움, 수입 손실, 자존감과
직업 상실 등을 겪을 수 있다. 사업주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며, 생
산성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사고나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평균 175,000건의 업무 관련
상해 및 직업병이 보고되고 있다(64,000건의 자가보험 산재사고는 별
도)20). 워싱턴주의 산재보험법은 the Washington State Fund(th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에 의해 관리)로 거의 모든 근로
자들에게 무과실 사고와 장애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험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회복되는 동안 받지 못하게
된 급여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수당들은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급된다. 워싱턴주
20) www.ini.wa.gov/ipub/242-104-000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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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직업병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 보상은 산재근로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주도 돕는데 이
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직업병 발생시 그 손해로 인
하여 사업주가 고소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그들의 작업장
에서 부상을 당하면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의료비용과 관련 서비스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나 직업병으
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다면 대체임금(wage replacement
payment)을 지급받는다.

2.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가. 운영주체 : 자가보험 또는 주정부21)
워싱턴주 정부 부처인 노동산업부(th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어느 근로자가 워싱
턴주 내에 있는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워싱
턴주의 약 400여 자가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 워싱턴주기금(the
Washington State Fund)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노동산업부는 자가보
험 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주 의회에서 정하며 노동산업부에 의해 집행된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직
장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
상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의 재정적 자원, 그리고 규모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 내에서 재정적으로 규모가 큰 몇몇 회사나 몇
몇의 정부 법인들은 자가보험(self-insurance)의 자격이 주어질 수도
21) RCW 5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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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적인 자원과 효과적인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갖춘 사업주의 경
우 자가보험의 형태로 근로자들의 산재적용을 제공할 수 있다. 자가보
험의 사업주들은 모든 위험과 산재보상에 대한 비용을 모두 회사기금
으로부터 출원한다. 자가보험 사용주 자격은 노동산업부에서 부여하
며,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주는 재정적 지급능력과 안정성, 지
급보증 요건 충족 및 효과적인 사고예방 확립과 같은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워싱턴주 산재보험기금을 통해서 근로자들
에게 보상을 보장해 준다. 이 기금은 노동산업부의 보험서비스국에 의
하여 관리되고, 그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납입한 것으로서 일반
세입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충당되지 않는다.

나. 적용대상
다음에 제시된 예외사례 또는 자가보험의 경우가 아니라면, 워싱턴
주의 모든 근로자들은 주기금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1) 적용 제외자: 다음의 근로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22).
- 개인 가정집의 가사도우미(1주에 40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고용되
면 적용대상자임)
- 사업주의 개인 집에서 정원일이나 유지 및 수리를 위한 일들을
하는 데 고용된 사람
- 사업주의 무역이나 사업의 비정규적 근로자, 혹은 사업주의 사적
인 집에서 일하는 경우(이는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들로 인하여
고용된 것을 이른다. 예를 들면 사무용 자동차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수리하는 데 고용된 사람 등)
- 종교나 자선단체의 도움에 대한 답례로 일하는 사람

22) RCW 51.1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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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서 부모에 의해 농사일에 고용된 18세 미만의 아동
- 워싱턴 경마위원회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주용 말을 타거나 준비
중인 기수
- 연방근로자보상법, Jones법, 법률 실시 집행관, 소방대원 보상계
획 등에 의해서 보상급여를 받는 근로자
- 어떤 특별한 업무를 위해 고용된 예능인이나 음악가로서 서비스
구매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고용되지 않는 사람. 서비스 구매자는
정기적으로 예능인이나 음악가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거나 가정집으로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
-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 공간을 임대 혹은 차용한 이발사와 미용사
- 학생의 자원봉사(K-12급)
- 소유주들
- 독점적 소유인이나 사업 파트너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관리인. 모든 관리자가
배우자 혹은 3촌 이내(third degree of kindred)의 혈연관계로 맺
어져 있지 않다면 8명의 관리자까지 제외된다.
- 주식회사 임원(public corporation officer)들은 다음의 기준에 해
당할 때 제외된다.
① 법인 회사의 정관과 내규에 따라 선출된 주주(shareholder)나
이사(director)
② 회사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지니고 있고
③ 주된 책무가 손으로 하는 노동이 아닐 때
∙ 단, 비공개기업임원(non-public corporation officer)의 경우,
손으로 하는 노동의 수행과는 상관없이 위의 ①, ②의 조
건에 해당할 때, 8명까지 제외된다.
∙ 또한 임원들이 3촌 이내의 친척이거나 배우자일 때는 모두
제외된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임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무부(the department)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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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부서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제외 가능한 경우23)
부모에 의해 농장에 고용된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은 의무적
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외 가능하다.
3) 선택적 적용(Optional Coverage)24)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제외자의 1∼7번에 해
당하지 않는다면, 주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적 적용
(optional coverage)라고 칭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의 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주기금에 공지를 보냄으로써 선택적 적용을 취소할 수도 있
다. 단, 취소 통지서를 부서에서 받은 지 30일 이후에야 취소되는 경
우도 있다.
가) 미성년 근로자 보장
18세 미만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
호된다. 심지어 부모의 자가사업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보
장된다. 단, 가족의 농장에서 일하는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된
다(적용제외자 규정 참조).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전에 노동산업부로
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만약 미성년 고용규칙을 어길 경우 심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아동노동법 참조).
나) 워싱턴주 이외의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Out-of-state workers)
만약 다른 주나 외국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들의 보험 적
용은 주간 상호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어느 주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

23) RCW 51.12.125 참조.
24) www.ini.wa.gov/ipub/101-002-000.pdf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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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결정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주 밖에 배치할 때,
해당 주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을 보증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근로자가 워싱턴주 기금에 의해서 보호됨을 입증한다.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주에서 같은 고용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워싱턴주 법의 적용을 승인하지 않은 주들의 법
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만약 사업주가 다른 주의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워싱턴주로 들어오
게 하는 경우, 도착하기 전에 속지증명서(territorial certificate)를 노동
산업부에 제출한다면 그들 주의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워싱턴에서 자격을 갖춘 도급인이 아니거나 혹은 법에 의해 우선적으
로 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면, 또한 그들 주의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 급여유형25)
급여유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 의료서비스(부상당한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으
로 근로자는 의료적 치료에 용이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 손상된 의복(의복이나 신발, 또는 보호장비 등이 산재나 혹은 그
에 따른 응급처치시에 손상된다면, 수리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 교통비(부상당한 사람이 치료를 위해 10마일 이상 이동해야 한다
면, 그 교통비는 배상된다. 사무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불
되며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소득상실분에 대한 급여(3일 급여 공제 및 근로자의 총임금의
60%에서 75%의 범위에 걸쳐, 부양가족수와 혼인여부에 의해 달
리 결정)
- 직업재활(산재로 인하여 사업장에 고용될 수 없는 부상자 대상).
- 사업장 복귀를 돕기 위한 것들(other return-to-work help, 부상
당한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일이 주어지고, 조정하는 데 5000달

25) 상게자료 p.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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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까지 지불)
- 장애 일시금(Partial disability awards, 사고로 인하여 시력이나
청력 혹은 수족을 잃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급여, 손상의 정도는
국가공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
- 연금급여(의료적/직업적 측면에서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매달 생계를 위한 연금이 지급됨. 연금을 받던 근로자
가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연금지급은 중단)
- 유족급여(산재근로자 사망시 남은 배우자와 어린이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 급여수준은 근로자 사고시 가족의 상황에 따라 상
실소득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
라) 보험료 납입의 특성 :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동부담
산재보험은 일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히 근
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한 재정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노동
산업부에서 보상이라는 것을 구매하고, 워싱턴주 기금에서 모든 요구
들과 보상 급여를 관장한다. 다만 사업주들은 자가보험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는 모든 보험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재원이 충분하거나 효과
적인 사고 예방프로그램을 갖추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보험료는 종사하는 직업의 산업유형과 특정 회사의 사고 및 질병
비율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요율은 그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매우 다
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업
시간당 몇 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사무직 근
로자들에 대해서는 요율이 시간당 몇 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특정한
벌목 작업 환경 또는 사무실 환경에 대한 요율 또한 그 회사에 의해
제기된 근로자들의 보상클레임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에 할당된 위험분류에 대하여 한 명의 근로자가 시간당 지불
하게 될 요율을 종합보험요율(composite rates)이라고 한다. 이유는
종합보험요율 안에 사고기금요율(the accident fund rate), 의료비용
(medical aid rate), 추가연금부과(supplementary pension assessment)
라는 3개의 구성요소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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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금요율(the accident fund rate)은 단지 사업주에게만 부과된
다. 이는 비의료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소득대체급여(wagereplacement benefits)와 대부분의 직업재활비용(vocational rehabilitation cost),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과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
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의료적 치료요율(medical aid rate)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자 모두의
기여로 마련된다. 이는 의료적 치료는 물론이고, 직업재활을 포함하여,
부상당한 근로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되는 것이다.
추가연금부과(supplementary pension assessment)는 근로자와 사업
주 양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장애를 지니게 되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더 지불하게 될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요율은 모
든 위험군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된다.
워싱턴주법은 근로자가 의료비용(medical aid rate)과 추가연금부과
(supplementary pension assessment)에 대해 1/2씩 사업주와 똑같이
부담할 것을 정하고 있다. 노동산업부는 근로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주가 급여총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가 부담할 분
(portion)을 징수하게 하고 있다. 사업장에 정해진 각각의 위험군에 대
하여 최대 원천징수 차감요율은 요율통지서에서 볼 수 있다.
요율은 공지된 최대요율까지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징수하
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차감요율을 곱하여
징수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몇몇 사업장은 급여총액 차감을 통해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장은 전체 보험료를 지불
할 책임을 지게 된다.

26) 워싱턴주 산재보험기금은 사고기금(Accident fund), 의료비용기금(Medical aid
fund), 예비기금(Reserve fund), 보충연금기금(Supplemental pension fund), 2차
산재기금(Second injury fund)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있다. 사고기금에는 ‘대형
산재계좌(Catastrophe injury account)’라고 알려진 기금이 있는데, 이는 RCW
51.16.130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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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험분류방식 : 사업군에 의한 위험분류
산재보험 위험분류는 거의 예외 없이 직업군보다는 사업의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한다27). 기본적인 분류에 대한 보험요율은 근로자들의
모든 의무와 작용을 반영한다. 모든 작용을 커버하도록 설정된 하나의
기본적 구분은 기록과 정보들을 더욱 단순하게 한다.
사업분류를 위해서는 사업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구운 상
품을 파는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 다른 데에서 이미 구워진 상품을 파
는 경우 소매상(store classification)으로 구분될 것이며, 직접 구워 파
는 경우에는 베이커리군이나 레스토랑군으로 분류될 것이다. 사업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전체 사업을 특징지을 수 있는 사업군
으로 분류한다. 우선 하나의 구분 또는 몇몇 구분을 할 것인데, 일반
적인 포함과 더불어 예외적인 군까지 살펴, 가장 적합한 분류를 한다.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보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고속도로에서 접하
게 되는 다양한 운송차량과 트럭들을 생각해 보자. 식료품을 운송하는
상점소유 트럭과, 소포와 짐을 나르는 운송차량, 수송회사의 차량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는 운송이라는 공통적인 일을 한다. 그러나 그들
을 같은 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사업이 돌아가는 것을 보
고 분류를 하기 때문이다. 식료품점의 차량은 소속이 식료품점이고 중
앙창고에서 자신의 소매점으로 상품을 나르는 것이므로 식료품점을
포함하는 군인 6402번 분류에 이를 포함시킨다. 이는 운전자가 또 다
른 구분을 위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꾸
27) 만약 요율분류체계가 개인의 직업군에 근간을 둔다면, 사업주는 낮은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낮은 요율을 적용할 것이고, 높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결국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감소
하지 않고 다만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록만 더 많아질 것이다.
직업군에 의해 구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각 직업명에 대한 일반화된 정
의가 없기 때문이다. 고객서비스업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
는 여러 경우가 그에 포함되는 걸 알고 있다. 또한 직업군에 의한 분류는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며 시간 소모도 크고 더 세부적이고 많은 정보를 보유해야 하
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요율을 초래할 것이며 합의의 부재로 인한 논란
도 많을 수 있기에 부적합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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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말해서 식료품점을 포함하는 군은 운전자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또, 소포 등을 나르는 운전자가 약국에 고용된 사람이라 가정한다면
운전자는 약국이 들어가는 6406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6406번의
분류에서는 운전자가 1101번으로 분류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해당 운전자에게 1101번의 구분을 허락할 것이다. 또한 수송회사 차
량의 경우는 6907로 분류되며 여기서는 운전자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해당된다28).
바) 운영상의 특성 : 근로자와 사업주의 책임
(1) 근로자의 책임 강조
산재근로자는 워싱턴주기금 또는 자가보험 사업주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산재보험은 의료비 및 상실소득을 지급한다. 이 수당들은 사
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이용하여 지급된다. 근로자
가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하는 워싱턴주는 근로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의 산재보험이라고 하겠다.
또한 다른 유형의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서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한다. 또한 직업병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직업과 의료기록이 근로자의 질병이나 감염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고 있는 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했음을 입증할

28) 한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분류법이 적용된다. 건설업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정도의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유형에 따라 위험노출정도가 다르
므로, 건설유형에 근간을 두어 건설업자라고 하여도 각기 다르게 구분하고 있
다. 인테리어나 목공일을 할 수도 있고, 구조나 틀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무바닥이나 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각각의 활동들은 다른 분
류에 속하게 되며, 다른 사업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사
업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배관, 지붕잇기, 단열, 전기
공사와 같은 사업의 건설업자들은 같은 분류속에 속하기도 하는데, 이는 비건
설업의 분류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건설유형
에 속한 사람들을 몇 구분 속에 분류하는 일은 비건설사업에서 이루어진 것과
상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역시 건설업자에게도 복잡한
분류접근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분류 계획은 우리 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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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만 승인된다.
부상을 일으키는 사고나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거의
175,000건의 작업 관련 상해와 직업병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
여 매년 64,000건의 근무중 상해 및 질병이 자가보험 회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만일 근무중 상해 또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
와 계속해서 접촉을 유지할 것을 권고받는다.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의 상태를 알리게 된다. 당분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경우,
회복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
해 사업주와 상의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근로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라고 하겠다.
근로자의 의무 중에는 보험자의 보상 처리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다(WAC 296-14-410).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이 삭감, 보류 또는
거부될 수 있다. 클레임처리에 비협조적이란 산재보험자 클레임의 적
시적인 해결을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대행인)가 방해 또는 지연시키
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WAC
296-14-410 참조).
- 보험자가 요구하는 의학적 검사 또는 직업평가에 대한 불참 또는
비협조
- 주치의 또는 직업상담자와의 예정된 약속을 지키지 않음
- 회복을 위협하거나 지연시키는 비위생적 또는 해로운 행동
-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부터 회복에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의학
적 또는 외과적 치료 거부
그러나 만일 예정된 검사에 대한 참여 거부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
중 하나 때문일 경우 그 근로자는 ‘비협조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보험자가 근로자와 지정된 대행인에게 검사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이전에서 60일 이전 사이에 통지를 우송하지 않은 경우(통지는
반드시 검사 일자/시간/장소를 포함해야 함)
- 근로자가 약속시간에 30분 이상 늦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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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예정시간을 한 시간 이상 기다린 후 검사나 평가를 받
지 못하고 떠난 경우
한편 산재보험금의 삭감, 보류 또는 거부 이전에 보험자는 먼저 근
로자(또는 그 근로자의 대행인)에게 그런 가능성을 알리며 클레임의
관리에 대한 비협조, 방해 또는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30일 이내에 그 서신에 대한 답신
을 보내야 한다. 이 서면 답신은 그 근로자가 보험자에게 비협조적이
었던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대행인)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결정되고 근로
자가 비협조에 대한 이유를 요청하는 서신에 30일 이내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될 경우,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현재 또는 장래의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어떤 검사, 평가 또는 치료에 대해 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비
용을 차감한다.
- 휴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 보류 또는 거부한다.
- 의료수당을 보류 또는 거부한다.
(2)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의 책임은 소급요율의 적용, 근로자 감시, 사업장 관리의무,
예방 및 재활사업 등을 통해 부과된다.
첫째는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ing)의 적용이다. 이를 통해서 일
년간 재해로 인한 보험금에 근간을 두고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고, 보험료 상환이나 조정(adjustment)은 다음의 보험기간동안 이루
어진다. 즉, 보험료 조정 이후 손실비용이 계획된 것보다 낮다면, 그
기간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상환받을 수 있다. 반대로 비용이 더 높다
면, 이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는 근로자 감시(monitoring employees' claims)이다. 근로자의
청구와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을 사업주는 통보받게 된다. 만약 근로자
가 휴업급여(time-loss benefit)를 받을 자격이 발생하면, 주기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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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급되는 총액과 지급기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알려준다. 또한 사
업주는 지난 한 달 동안 산재근로자를 위해 진행된 의료적 처치를 기
술한 보고서(Firm Statement of Award)도 받고, 근로자의 청구가 종
결되었을 때도 공지가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
및 보장 성격(전체장애 또는 부분장애)도 포함된다. 이렇듯 정기적으
로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주는 자신이 부담하는 부상비용을 알 수 있
고 과다하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나 의료비용을 감시할 수 있다.
셋째는 사업장 관리의무이다. 산재보험법하에서 사업주는 특별한
책임을 지는바, 이는 아래와 같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공시의
무인데,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이 산재보험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업
장에 게시함으로써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직업안전과 건강보호를 알리는 포스터를 붙여야 한다. 그
리고 모든 사업장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을 두어야
한다. 응급처치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응급처치 구역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산업노동부의
안전상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도 있다.
사) 예방 및 재활사업의 강조
(1) 예방사업의 강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 고용시 지원자의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는 주의 깊은 고용 정책
- 근로자 안전 교육 및 적절한 장비의 사용
- 명확한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규칙
- 작업 중 안전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인센티브
프로그램
- 근로자의 클레임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 클레임을 지속적으로 관찰
워싱턴주의 산업안전과 보건법(WISHA)은 각 사업이 위험의 유형
이나 그 작업의 공정에 맞춘 안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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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안전 프로그램은 사고예방과 보험급여를 낮출 수 있다.
(2) 직업복귀의 강조 : preferred worker 우대
이전에 부상을 당했지만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재정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부상비용 면제(No injury cost) : 만약 근로자가 고용된 지 3년
이내에 부상을 당한다면, 어떠한 청구 비용이나 과거기록을 통한
처벌이 해당 사업주의 실적으로 넘겨지지 않는다. 대신에 모든
새로운 청구비용은 Second Injury Fund에서 지불한다.
- 보험료 면제(premiums waived)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지 3년
까지는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의료비용보험료(medical
aid premiums)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보충적 연금보험료(supplemental pension assessment) 부담은 면제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3) 직무전환(Modified duty) 제공
가능한 한 빨리 산재근로자가 작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정업
무를 준다. 가벼운 업무로서 언급되기도 하는 이 직무전환은 회사에
나가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초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픈 사람에게 작업장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
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환경 속에서 이 선택사항은 빠른 회복과 아울
러 휴업급여비용과 사업주의 보험료의 경감을 돕는다.
수정된 직무의 수행은 의사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협력을 통
해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를 적절한 직무환경에 배치하였을 때, 환자
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산업노동부의 손해관리 상담가는 어떻

게 직무상의 위험을 관리하고,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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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급여인정기준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은 근무 중 행위(Acting in the course of employment)로 인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이다. 업무상 행
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9)

가. 업무상 행위의 개념
‘업무상 행위’란 근로자가 그의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거나 사
업주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서, 근무지에서 업
무와 업무 사이를 이동하는 데 소요된 시간도 포함된다30). 단, 그러한
시간은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사업주에 의해 통제되는 구역에서 작업
과정에 근로자가 관여하는 실제시간일 경우에 한한다. 부상이 근로자
에 의해 지속될 때 그가 그의 보상이 발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야 한다거나 사고가 산재보험이나 의료비용의 보험료 및 사정액이 지
급되는 시간제한 내에 발생하였을 필요는 없다.

나. 업무 중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한편 ‘업무 중 행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a) 사업주가 (ⅰ) 대안적 통근수단에 관련된 교통비나 기타 경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거나 (ⅱ)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대안적 통근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
29) RCW 51.08.013.
30) RCW 51.32.015, 51.36.0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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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또는 (ⅲ) 대안적 통근수단의 제공에 참여하였더라도 근로자
가 이러한 대안적 통근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고용과정 중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사업주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회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운동, 이벤트, 시합, 파티, 소
풍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는 고용과정 중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
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ⅰ) 그러한 참여가 근로자의 작업시간(유급휴가기간은 제외) 동안
있었고 (ⅱ) 그러한 참여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금전적 보
상을 지급받고 (ⅲ) 근로자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주가 명
령 또는 지시한 경우 또는 그렇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c) ‘대안적 통근수단’이란 (ⅰ) 승객과 운전자를 포함하여 적어도
2∼15인의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 인근과 그들이 일하
거나 교육받는 장소, 기타 기관 사이를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운전자
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동) 카풀 또는 밴풀 제도 (ⅱ) 버스, 나룻배,
또는 기타 공공운송수단 (ⅲ) 자전거나 도보와 같은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통근수단

다. 점심시간
한편 51 RCW에 명시된 급여는 업무 중 혹은 근로장소에서의 점심
시간 중에 상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근로장소란, 사업
주가 사업을 운영하고 또 이를 위해 점유하고, 사용하며 계약을 체결
한 토지를 말한다. 단,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
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중에 상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이 법에 명시
된 보상을 받는다. 또한, 근로자가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해를 입
어 보상을 받는 경우, 사업주는 단지 보험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보
상총액 계산시 점심시간을 고려해 넣지 않아도 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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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
근로자가 고의로 혹은 범죄를 감행하는 도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사망시 그의 부양가족은 이 장이 규정하는 보
상을 받지 못한다. 만일 상해보상금의 수혜자가 고의로 근로자의 상해
를 유발하거나, 수혜자가 범죄를 감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상해가 발생
한 경우, 수혜자는 이 장이 규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질환이 있는
자녀의 경우, 주시설의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 장이 규
정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사망한 근로자의 의붓자녀 및 서자 역시
이 장이 규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마. 오지급에 대한 조정
오지급, 부정지급된 급여 - 자가보험자가 급여지급을 하지 못한 것
에 대한 조정․벌금․항소․명령의 집행관련 사항이다.
첫째, 급여의 지급이 사무원의 실수, 신분확인의 실수 또는 수급권
자나 그 대리인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표현 등에 의해 지급되
었을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의해 지급되었을 경우,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수급권자는 그것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환
은 만일 수급권자가 주정부 기금이나 자가보험자에 대한 청구로 인해
받아야 할 미래의 급여가 있다면 이로부터 상환된다.32)
보험자는 잘못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또는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러한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33). 행정법에 의한 과정에 준하
여 채택한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는 그러한 상환이 평등과 양심에 위
배되는 경우 상환청구액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31) RCW 51.32.015.
32) RCW 51.32.240.
33) RCW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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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자가 사무원의 실수, 신분확인의 실수 또는 수급권자나
그 대리인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표현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
지 못했을 경우,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수급권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다음에
유의한다.
(a) 수급권자는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급여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청구는 포기된 것으
로 간주한다.
(b) 수급권자는 판정자의 실수 때문에 급여의 조정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판정자의 실수’는 청구파일의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 것, 적절
한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것, 기타 판정에 있어서의 실수 등을 포함한
다.
셋째, 일시장해급여가 RCW 51.32.190(3)에 의거하여 자가보험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또는 RCW 51.32.210에 의거하여 노동산업부에 의해
지급된 후, 노동산업부가 RCW 51.32.190 또는 51.32.210에 의한 급여
의 청구를 거절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수급권자는 그것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환은 만일 수급권자가 주정부 기금이나 자가보험자
에 대한 청구로 인해 받아야 할 미래의 급여가 있다면 이로부터 상환
된다34). 행정법에 의한 과정에 준하여 채택한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
는 그러한 상환이 평등과 양심에 위배되는 경우 상환청구액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넷째, 급여의 지급이 노동산업부의 판결, 위원회나 법원의 명령 등
에 의해 지급되고 있을 때, 그러한 급여의 지급이 잘못된 판정에 의하
여 지급되었다는 최종판결이 난 경우, 수급권자는 그것을 상환해야 하
는데, 이러한 상환은 만일 수급권자가 보험자에 대한 청구로 인해 받
아야 할 미래의 급여가 있다면 이로부터 상환된다. RCW 34.05 행정
과정법에 의한 과정에 준하여 채택한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는 그러한
상환이 평등과 양심에 위배되는 경우 상환청구액을 전부 또는 일부

34) RCW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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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다섯째, 급여의 지급이 사기에 의한 것일 때, 수급권자는 그러한 급
여를 상환하고 총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내야 한다.
이 총액은 수급권자가 사기행위를 저지른 보험자에 대한 청구로 인해
받아야 할 미래의 급여가 있다면 이로부터 상환되며, 벌금은 보충적
연금기금에 보내진다. 그러한 상환이나 반환에 대한 명령은 사기행위
가 밝혀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여섯째,

근로자,

수급권자,

기타

관련인은

RCW

51.52.050과

51.52.060에 의해 제시되는 것과 같은 방법, 같은 정도로 과다지급의
사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RCW 51.52에 의해 최종명
령이 내려진 경우, 이 조의 (1)∼(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이사
가 지명한 자, 또는 자가보험자는 미상환 과다지급금과 벌금 그리고
최종결정이 난 날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합한 총액에 대한 지불명령
서를 그 주 내의 어떠한 카운티에 있는 서기든 그와 함께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다. 지불명령서가 제출된 카운티의 서기는 즉시 그러한
지불명령에 대한 상급법원 소송번호(cause number)를 배정한다. 또한
서기는 지불명령서에 배정된 상급법원 소송번호 밑에 근로자나 수급
권자 및 지불명령서에 언급된 자의 성명, 미상환 과다지급금과 벌금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총액, 지불명령이 제출된 날짜 등을
명세서에 기입한다. 명세서에 기입된 지불명령액은 그 지불명령서가
발행된 근로자, 수급권자 또는 기타 해당인의 사적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다. 그후 주지사는 상급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권리나 재산에 대한 집행 및 기타 과정에 관한 법이 명시하
는 바에 따라 같은 방법, 같은 효과로서 과정을 집행한다. 그러한 지
불명령은 판결이 난 경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법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자를 위하여 소환장을
발효하기에 충분하다. 법원서기는 RCW 36.18.012(10)에 의하여 보수
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보수는 지불명령액에 포함되고 이때
지불명령서의 사본이 근로자, 수급권자, 또는 기타 관련인에게 법원서
기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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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이사의 지명을 받은 자 또는 자가보험자는 만일 어떠한
개인, 기업, 회사, 주 운영회사, 주의 정치적 구획, 공공기업 또는 주정
부 등에, 노동산업부나 자가보험자에게 지불해야 할 지불명령서를 수
령한 근로자, 수급권자 또는 기타 관련인의 것이거나 또는 그에게 지
불되어야 할 재산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개
인, 기업, 회사, 주운영 회사, 주의 정치적 구획, 공공기업 또는 주정부
기관에 대하여 재산(어떠한 종류이든지)을 원천징수하거나 양도한다
는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원천징수․양도 통지서 및 명령
은 공인받은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데 우편으로 서비스한다는 진술서
를 함께 보낸다. 또는 주지사의 대리인, 이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이사의 지명을 받은 자 또는 자가보험자에 의해 송달되기도 한다. 이
를 발부받은 개인, 기업, 회사, 주운영 회사, 주의 정치적 구획, 공공기
업 또는 주정부는 통지를 받은 날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서약과 서
면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데, 통지서에 포함된 또는 요청되는 사안, 원
천징수․양도 등의 사안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을 해야 한다. 통지서에
언급된 당사자에게 노동산업부 또는 자가보험자의 청구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재산은 이사(the director), 이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자가보험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통지서에 언급된 당사
자가 상기한 기일 내에 응답을 보내지 못했을 경우, 그러한 응답시기
가 만료된 후, 법원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 만
일 그러한 통지서가 사업주에게 발송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이 임금일
경우, 사업주는 응답시 chapter 6.27 RCW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모든 면제사항을 주장할 수 있다.
일곱째, 이 항은 1991년 7월 28일 이후에 발행된 과다지급 사정명
령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이 항은 사기,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과다지급의 사정명령에는 모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직업병
직업병은 업무과정에서 저절로 그리고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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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감염을 의미한다35).
직업병에 있어서 법적 의무가 있는 보험자는 그 보상에 대한 클레
임을 일으킨 산재보험의 담보를 받는 고용기간 동안 해로운 물질 또
는 질병의 위험에 최종적으로 유해하게 노출된 시점에 그 위험을 담
보한 보험자이다. 그러나 그 근로자가 해양법(the maritime laws) 또
는 연방종업원보장법(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에 근거
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병으로 인해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
우 그 보험자는 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36).
클레임에 대한 보상 일정 및 급여 기준은 질병의 징후가 나타난 날
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보상은 근로자의 월 급여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이 산정된다.
(a) 만일 근로자가 그 질병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완전 또는 부분 장애를 일으키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그 근로자가 그 질병을 일으킨 산업에 고용되었든 아니면
무관한 산업에 고용되었든 상관없이 보상금은 그 시점에 지급되던 월
급여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b) 만일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그 질
병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완전 또는 부분 장애를 일으
키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서 비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보상은 최종 월
급여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산재급여는 징후가 나타난 날로부터 지급될 것이다. 징후 일자란
그 질병에 걸린 일자 또는 그 클레임을 제기한 일자에 상관없이, 그
질병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완전 또는 부분 장애를 일
으키는 시점 중 빠른 시점을 말한다.
한편 직업병의 범주에 관하여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조건
이나 정신적 장애에 원인을 둔 보험금청구는 직업병에 포함시키지 않
는다.37) 즉,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적 상태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
35) RCW 51.08.140.
36) WAC 296-14-350.
37) RCW 51.0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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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클레임은 RCW 51.08.140에 규정된 직업병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
는다. 직업병에 포함되지 않는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적 상태 또는
정신적 장애의 예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상태 또는 장
애를 포함하며 이것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38).
(a) 직장 업무의 변경
(b) 상사와의 갈등
(c) 직장 상실, 강등 또는 징계 조치의 실제적인 또는 인지적인 위협
(d) 상사, 동료 또는 대중들과의 관계
(e)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직무 불만
(f) 작업 부하 압력
(g) 근무 조건 또는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h) 어떤 이유에서든 직장 상실 또는 강등
(i) 화학 물질, 방사능, 생물학적 위험, 기타 인식되는 위험에 대한
노출의 두려움
(j) 개관적 또는 주관적 직장 스트레스
(k) 개인적인 결정
(l) 자영업자인 개인이나 기업 직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인식적인 또는 예상되는 재정적 역경이나 곤란
그러나 단일의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스트레스는
RCW 51.08.100에 의거하여 판결할 수 있다. 만약 의사로부터 석면관
련 직업병이라는 판단을 얻고, 또한 직원의 근로기록에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38) WAC 296-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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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산재보험 급여신청 및 처리 절차

1. 산재사고
가. 산재신고(Filing an accident report)
1) 응급조치와 치료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산업부의 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해 산재근로자의 응급처리를 위하여 응급상자를 항상 비치
하고 있어야 한다39).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주는 노동산업부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재근로자의 응급처리
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갖춘 응급처치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산재
근로자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훈련시킴에
있어 노동산업부와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상자 및 응급처치실의
구비는 Title 49 RCW에 의한 안전 보건 기준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필요하다
면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자는 기록에 근거하여 이 운송비용
을 상환해 준다.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자격을 획득한 근로자에게 부상이 발생하였
을 때, 그는 그가 선택한 의사로부터 적절하고 필요한 의료적․외과적
서비스를 받는다40). 만약 편리한 곳에 병원이 위치해 있다면 적절하
고 필요한 병원치료와 서비스가 그러한 부상으로 인한 장해기간 동안
제공된다. 하지만 지속기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영구부분장해의 경우, 보상이 그에게 지급되는 날을 넘지 않아야
39) RCW 51.36.030.
40) RCW 51.3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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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단, 근로자가 영구부분장해급여가 주어지기 전에 근로복귀
한 경우.
- 월급여가 종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을 것: 산재근로자게 지급되는
월급여가 종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부분장해의 경우
만약 산재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라도, 산재보험 슈퍼바이저가
치료의 지속이 산재근로자의 완전한 회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의료적․외과적 치료는 계속된다. 산재근로자에게 일시금지급 결정
이 난 날 또는 그가 영구연금 명부에 올려진 날을 넘지 않는 영구전
체장해의 경우 산재보험 슈퍼바이저는 산재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의료적․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의 재
량권을 발휘하여 노동산업부에 의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의료적․외
과적 계속치료를 허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의료적․치료적 수단에 대한
행정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적․치료적 수단에는 약물처
방이 포함되며, chapter 69.50 RCW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인해
야기된 지속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칙(schedule)
Ⅰ, Ⅱ, Ⅲ 또는 Ⅳ의 물질로서 주정부 약품위원회에 의해 최근에 제
정된 통제물질은 제외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치료를 허가하기 위해서
는 계속치료에 앞서 발효된 산재보험 슈퍼바이저의 서면명령이 필요
하다.
산재보험 슈퍼바이저, 그의 지명자 또는 자가보험자는 업무관련 행
위로 인해 근로자가 감염성 직업병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적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한
치료의 허가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급권자의 청
구 판결에 대하여 노동산업부나 자가보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2) 신고의무자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사고에 대한 신고의무가 복합적 또
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와 의사에게
사고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고, 의사는 보험자와 사업주에게 사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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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알려야 한다. 산재근로자와 의사로부터 사고내용을 전달받은 사
업주는 두 가지 정보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보험자에게
클레임을 기각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고 후 산재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사고를 사업
주, 상위직원, 감독직원 등에 즉시 알려야 한다41) . 산재근로자는 사
고 후 무엇보다 먼저 사업주에게 재해사실을 보고하라고 규정되어 있
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상태와 그 원인에 대해 알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클
레임을 기각하라고 보험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 또
는 그의 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상급자(supervisor)에게 사고가 어
떻게 발생했는지 등 사고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사소한 부상일지라도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청구를 거절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사고나 질병이 산재라고 믿을 근거가 있는 환자는 그에 관
해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42) 그런데 환자보다 의사
가 먼저 환자의 상태나 상해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면 의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신고 및 입증방식
사고발생 후 의료적 처치가 요구된다면, 산재근로자는 의사에게 업
무와 관련된 부상, 혹은 병이라고 말해야 한다. 즉, 근로자는 자신의
상해나 상태가 직업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의사에게 이를 알릴
책임이 있다. 반대로 의사가 환자상태나 상해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의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와 같은 결정이 청구자 또는 주치의에 의해 내려지면 사건 보고가 남
아야 한다43)
이 책임에 응하지 않을 경우 WAC 296-20-02001에 설명된 바와 같
41) RCW 51.28.010.
42) WAC 296-20-025.
43) WAC 296-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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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의사는 자신이 상태를 판단하는 첫 번째 의
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다음의 행동을 취한다.
- 응급 치료를 한다.
- 즉시 노동산업부와 사업주 또는 자가보험자에게 사건보고서를 제
출한다. 재해 근로자가 사건보고서의 해당부분을 작성하도록 돕
는다.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정보가 필요하므로 청구를 결
정하거나 보상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a) 산업 재해나 노출 환경에 관한 과거력을 적는다.
(b) 신체적 상태에 관하여 적는다.
(c) ICD-9-CM 코드를 이용한 진단명과 상해에 관련된 서술적 정의
(d) 행해진 치료의 유형
(e) 회복이나 합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감정적, 또는
사회적 조건
(f) 상해로 인한 휴업 추정치
- 환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치료를 받는다면 의료규정(medical aid
rules)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계속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주치
의가 아니라면 의사는 근로자에게 먼저 작성된 사건보고서에 상
해나 상태에 대해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해야 한다. 이미 기
록된 사건보고서가 없다면 즉시 완성하여 노동산업부나 자가보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보고서가 작성되고 근로자와 의사가 주치의를 바꾸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동의한다면 근로자는 WAC 296-20-065에 따라 전원을 요
청할 필요가 있다.
4) 신고 및 입증 내용
의사는 공식적인 청구양식으로 제공되는 ‘산재상해 및 직업병 발생
보고서(a Washington State Fund Report of Industrial Injury or
Occupational Disease)’ 양식을 제공하고 산재근로자가 이를 작성하는
것을 돕는다. 이 보고서는 부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자에게 보내
야 한다.

8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부상관련 보고서에 근로자가 기입하는 항목을 완성하고, 급여지급
(benefit payment)과 관련하여 늦기 않게 처리되길 원한다면,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사고보고서에는 근로자가 기입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나
사업주가 기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의사는 진단 및 치료, 사고로
인하여 청구자가 일할 수 없는 날짜 등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는 청구자의 정보 부분과 의료관련 기록 원본을 사무국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의사는 보고서의 사업주 기입란을 비워둔
채로 완성한 것을 복사하여 사업주에게도 보내야 한다.
상해나 직업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보고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업 관련 상해가 발생한 지 1년 또는 당신이 작업
관련 직업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년
내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고, 클레임을 신청해야 한다. 직업병이란 직
업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작업 관련 질병을 말한다.
상해가 발생한 후 사고보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은 산
재근로자의 책임이다. 워싱턴 내의 대부분의 의사 사무실, 의원 및 병
원과 지역 산재보험 사무소에서 사고보고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사
고보고서는 산재근로자, 그의 의사 그리고 사업주가 작성하는 세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근로자는 담당의사의 사무실에서 사고보고서의 근로자 부분을
작성한다. 사고보고서 중 근로자 관련 부분에 근로자, 배우자 및 부양
가족, 급여정보, 상해발생일자, 그리고 서명을 기입한다. 그리고 의사
는 진찰하고 어떤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한 후 사고보고서의 의
료 부분을 작성한다. 의사는 이 사고보고서를 보험자와 산재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송부한다. 사업주는 이 사고보고서의 사업주 부분을 작성
하여 보험자에 송부한다.
만일 산재근로자가 의사 사무실을 방문한 지 또는 응급실에서 치료
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보험자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으면,
산재근로자는 그 신청서를 보험자에게 송부한 날짜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고, 지역 산재보험사무소로 전화하여 신청서 송부일자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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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가 발
송한 사고보고서를 받자마자 보험자는 청구서의 접수를 알리는 공지
를 사업주에게 보낸다. 이는 근로자 중 한 명이 급여에 대한 청구를
했음을 알리는 공식적 통지로서 제공된다.
한편 의사로부터 우편을 받자마자 사업주는 자신의 기입란을 완성
하여 보험자에게 보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관한 질문에 잘못
응답하면, 추후 수정된 정보를 다시 보내야 한다. 특히 올바른 임금액
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소득손실에 대해 급여(time loss
benefit)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총임금
과 노동시간, 부양가족수 등을 보험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검진
산재근로자를 최초로 담당한 의사는 의료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44) 산재근로자를 검진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보험자가 채택한 규
칙과 규제를 따르며, 산재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치료 및 치료와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서를 작성한다. RCW
49.17.210과 49.17.250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보유 및 통제에 관한 모든
정보,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으로 청구를 제기한 산재근로자의 특정 재
해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청구과정 중 언제라도 사업주, 청구자의 대
리인, 노동산업부의 요청에 의해 공개가 가능하며, 어느 누구도 그러
한 정보의 공개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또한 보험자가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라도, 근로자는 보험자가 선정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하
며 그러한 검진을 명령한 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45) 보험자
는 검진을 수행한 의사에게 근로자의 청구파일 상의 모든 의료관련
기록들을 제공한다. 보험자는 그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그러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가보험자나 의료비용기금에 부과할 수 있다. 상기

44) RCW 51.36.060.
45) RCW 51.3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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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그것과 관련한 합리적인 경비를 지출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다.
한편 노동산업부의 의료비의 지불-이자-비용효과적인 지급방법-감
사는 다음과 같다.46) 모든 의료비는 보험자가 제정한 요금표에 따르
며 노동산업부의 규칙에 의한 양식으로 작성된 청구서가 노동산업부
에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된다. 단, 청구서가 청구허가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노동산업부에 도착하였다면 청구가 최종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지급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된다.
의료적 또는 기타 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치료비를 책정함에 있어,
보험자는 신중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자격을 갖춘
자의 필요한 치료에의 접근을 원활하게 건강관련 치료를 구매할 책임
을 수행해야 한다. 1987년 7월 1일 이후에 병원 입원환자로 인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자는 chapter 34.05에 부합하는 규칙에 의하여
진단관련 그룹, 서비스에 대한 계약 또는 기타 신중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입원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보험자는 노동산업부에 제출된 의료비용 청구서의 정확함을 선별적
으로 또는 무작위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서의 검토-허가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사업주는 보험자
에게 의뢰할 수 있다. 즉,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된 의료적․
외과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청구서에 대하여 노동산업부에 서면고지서
를 제출함으로써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47) 노동산업부는 지불청구서
를 검토하여 근로자가 법규에 의하여 허가된 서비스를 받았는지의 여
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의료적․외과적 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것으
로 결정이 난 경우, 노동산업부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사업
주가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산재근로자가 워싱턴주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산업부의 장이나 그의 위임 대리인은 병의

46) RCW 51.36.080.
47) RCW 51.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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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모든 기록들을 조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다48). 즉, 노동산업부의 장이나 그의 위임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
한을 갖는다 :
Title 51 RCW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척추교정,
재활, 기타 건강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행한다. 그
러한 감사와 조사를 행함에 있어, 장이나 그의 위임 대리인은 그러한
기록들이 특정인에게만 허락되거나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기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 노동
산업부가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서비스에 대해, 환자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들 또는 일부의 기록들을 검사한다. 단, 환자기록원본은 건강서비
스 제공자의 건물 밖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획득한 기록과 정보의 유
출은 그러한 노출이 노동산업부의 공식적인 의무와 직접적으로 상관
이 없는 경우 금지되며 RCW 42.52.050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
조합에 의한 환자정보의 노출은 제공자와 환자 사이의 비밀스런 관계
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의사 또는 기타 건강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자 또는 그의 위임 대리인은 감사, 조사
등을 완수한 뒤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환자의 의료기록 사본들을 모
두 파기해야 한다.
- Title 51 RCW에 의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
여하기 위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 Title 51 RCW에 의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
여하는 책임을 종결시키거나 중지한다.
- 건강관리서비스와 장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산업부
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적, 금전적 계약 정보를 비밀
로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정보는 chapter 42.17 RCW에 의하여
공공열람 및 복사에서 제외된다(RCW 51.36.120).
노동산업부는 만일 건강관리 제공자가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
여 또는 산재보험체계에 관하여 잘못된, 그릇된 또는 기만적인 홍보인

48) RCW 51.3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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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물, 홍보자료(promotional materials) 및 기타 대표물을 사용하거나
적극 활용할 때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그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의 참여책임을 종결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6) 독립의료심사
산재입증과 관련하여 독립의료심사(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s :IMEs)가 있다. 이는 보험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근로
자가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의
학적 평가이다. 약 80%의 IMEs는 치료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재해로 인하여 어떠한 영구 장애를 결론짓
기 위하여 요청된다.
IME는 클레임매니저(claim manager) 또는 자가보험자(self-insurer)
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의사들이 추가되고 있다. IME는 개인의사자격
으로 또는 panel companies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이는 검진을 하기
최소 14일 전에 근로자에게 편지를 보내 검진 장소와 시간을 알린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다. 만약 검진 일자를 조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노동산업부에 이를 알린다. 적어도 근로
일 기준 5일 전에 통보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나 가까운 지역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IME와 관련된 진단비용,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련 여비를 노
동산업부가 지급한다. 필요하다면 식사, 숙박, 택시요금, 주차비, 통행
료 등이 지급되므로 영수증이 필요하다. 만약 비행기,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면 노동산업부가
일정을 조정한다.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행 일 년 이내에
‘Injured Worker Travel Expense Voucher'를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
께 제출한다. 근로자와 의사가 양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단, 타당한 이
유없이 예약된 날짜에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휴업급여
(time-loss benefit)는 검진 비용만큼 감해질 것이다. 진단은 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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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참여할 경우도 있다.
검진의사는 주로 청구된 상태만을 체크하고 과거 병력과 청구 파일
에 있는 정보를 검토하게 된다. IME가 평가를 한 후 치료는 주치의에
게 받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검진은 간단하게 이뤄지며 종합 검진이나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
영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검진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
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노동산업부가 지정한 IME를 받기 위
해 급여를 받지 않고 30분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손해 본 시
간에 대해 시간당 급여로 보상을 받게 된다.
IME를 담당하는 의사는 신청서를 노동산업부에 제출하면 노동산업
부는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자격을 알리고 승인검사 기록표
(Approved Examines List)에 이름을 올린다. IMEs 자격은 내․외과,
정형외과, 족병학(podiatry), 카이로프라틱, 치과 분야의 면허를 가져야
한다.49) 의사 개인 자격으로 IME를 실시하고 노동산업부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려면 노동산업부 의료제공자 번호(Provider Account
Number)가 필요하므로 이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노동산업부는 IME를 예약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
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 주치의, 근로자, 또는 클레임 매니저가 상태 평가를 요청했을 때
- 근로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 치료의 유형이나 기간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 근로자가 자신의 청구를 개설하거나 종결하고자 할 때 또는 재개
설하고자 할 때
-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appeal)를 제기하거나 재심(reconsider)을
요청할 때

49) WAC 296-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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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인결정
1) 승인결정자
의료 담보 결정(medical coverage decision)은 보험자의 이사 또는
그의 피지명인인 보상직원(claim manager)이 담당하는 업무이다. 보험
자에 의한 특정 의료 서비스 또는 물품을 담보하는 수당으로 포함시
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 정책 결정이다.50) 이러한 결정들은 치료의
질을 보장하고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 내려진다. 의료 담보 결정은
진찰, 치료 또는 예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
와 물품들에 관한 결정들을 포함하며, 이것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자택 의료 서비스, 앰뷸런스 서비스, 특정한 재활용 약제 사용 및
기타 서비스
- 기구들
- 진단 테스트
- 약품, 바이오 의약품 및 기타 치료 약제 사용
- 내구적 의료 장치
- 절차들
- 예후 테스트
- 물품들
자가보험 사업주들 및 주기금 클레임 관리자들이 특정 클레임에 관
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고자 의료 담보 결정을 사용한다.51)
예를 들어 이사 또는 이사의 피지명인은 특정한 의료 기구가 특정한
범주의 상해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구가 그 범주의 상해들에 대해 담보되는 수단이라는 것이 의료담보
결정이 될 수 있다. 자가보험 사업주 또는 주기금 보상담당자는 여러
요인들에 기초하여 그 기구에 대해 지급할 것인지 또는 지급을 거부
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 클레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 요인

50) WAC 296-20-02700.
51) WAC 296-20-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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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하나는 그 클레임에 관해 수락된 상태가 그 의료 담보 결정에
서 승인된 범주의 상해와 일치하는가 여부이다.
특정한 의료서비스 또는 물품이 의료담보 결정 대상에 포함되는가
는 의료규정(Medical Aid Rules), 요금 목록들, 그리고 제공자 공시자
료 등에 표시된다.52) 특정한 클레임에 대해 무엇이 승인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는 자가보험 사업주 또는 주기금 클레임 관리자에
게 연락하면 알 수 있다. 이사 또는 이사의 피지명인은 의료 담보 결
정을 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이용한다53)
- 의료 담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사 또는 이사의 피지명인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고려한다. 이러한 출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며, 이것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a) 과학적 증거
(b) 전국적 및 학회의 의견들
(c) 비공식적으로 종합된 제공자 의견
(d) 부 및 기타 기관들의 경험
(e) 규제 상태
각 의료서비스의 고유한 성격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
양 및 질은 다양할 수 있다. 이사 또는 이사의 피지명인은 의료 담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질을 평가한다.
- 과학적 증거
(a) 과학적 증거란 학계의 과학 및 임상 문헌들에 발표된 보고서
들 및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이사의 피지명인은
이러한 연구의 성격과 질, 그 방법론 및 디자인의 정확성과
그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저널의 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치료 서비스에 관하여 치료와 절차의 안전,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고려될 것이다. 진단기구나 절차에 관하여, 그
러한 기구나 절차의 안전, 기술적 능력, 정확성 또는 효용성

52) WAC 296-20-02703.
53) WAC 296-20-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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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들이 고려될 것이다.
(b) 가장 높은 가중치는 가장 정확하게 설계된 연구들과 재생산
이 가능한 잘 설계된 연구들에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의 강점은 임의 추출, 무작위성, 결과의 타당성, 사례들과 대
조 표준들의 분포, 차이를 가려낼 수 있는 적절한 능력 등과
같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적 원리들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내용들은 직업병을 가진 근로자에
관해 지속적이지 않은 임상적 증진보다 지속적인 건강 및 기
능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 전국 및 지역사회의 의견
(a) 전국적 의견은 과학 문헌에 발표된 보고서들, 전국 컨센서스
문서들, 수행 표준을 다룬 공식 문서들, 전문가 학회 또는 위
원회의 수행 파라미터들, 그리고 독립 증거 기준 수행 센터들
에 의한 평가서들 등의 형태를 띤 임상적 이슈들에 관한 종
합들을 포함하며, 이것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국장 또는 국
장의 피지명인은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데 또는 전문가 의견
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절차의 성격과 질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참여자들의 자격, 후원기관에 의한 잠재적인
편견, 평가에 있어서 고급 과학정보의 포함, 문서의 명확성,
그리고 폭넓은 검토를 위해 사용된 절차들 등을 포함하며 이
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b) 학회의 의견은 워싱턴주 내의 의료진들로 구성된 공식적 위
원회의 조언들과 권고안들을 말한다. 이것은 부의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들로부터의 권고안들을 포함할 수 있다.
- 비공식적으로 종합된 제공자 의견은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를 포
함하며, 이것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노동산업부 및 기타 기관들의 경험 이사 또는 이사의 피지명인은
과거의 담보에 관한 연구, 경험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 다른 주
의 기관들, 연방 기관들 그리고 다른 보험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예로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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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 연구들, 비용-이익 분석들, 그리고 잘못된 사례들, 사
망률 또는 사망자 데이터 등을 포함하며, 이것들에 제한되지 않
는다.
2) 승인결정
사고 또는 질병이 직업성으로 인정받고 승인되어야 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약 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의심이 가는 경우 병
원은 환자에게 병원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WAC 296-20-020).
만약 병원이 자신의 수급권 이상으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초과수령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환불해야 한다. 만
약 병원이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라고 한 보험자의 결정을 선
의로 믿고 근로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한 후,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적
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험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런 통지가 전달
되기 전에 발생한 금전적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54).
치료 및 진단 지침은 승인된 상태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권고안들이다55). 이 지침들은 특정한 의학적 상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또는 진단 옵션들에 관해 제공자를 안내하기 위
한 것이다. 치료 및 진단 지침들은 최선의 가용한 과학적 증거와 전
문가 합의의 결합체이다.
보험자는 담보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성과를 개
선하기 위해 치료 또는 진단 지침들을 개발할 수 있다. 부(部)는 부의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들과 공동으로 이러한 지침들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는 치료 또는 진단 옵션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한 공식적인 의료 담보 결정을 내릴 필요
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가 치료 지침들을
실행하며 그러한 실행으로부터 비롯된 담보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54) WAC 296-20-02015.
55) WAC 296-20-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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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논쟁을 일으키거나, 구식이거나, 조사를 위한 것이거나 또
는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 치료에 대해서는 승인도 지급도 하지 않는
다56).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 이사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그와 같은
치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치료방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 공인된 임상실험결과 등의 요
인들을 고려한다.
의사를 바꾸는 일은 항상 노동산업부나 자가보험자의 승인이 필요
하다57). 보통 의사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치의가 필요한 진단
검사를 끝내고, 적절한 치료법을 가지며, 치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를 바꾸도록 허락한다.
일단 클레임이 승인되면,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은 없다. 의료서
비스 제공자, 의사, 의원, 치료사 및 약국 등은 그들의 청구서를 보험
자에게 보내 지급을 받는다. 만일 산재근로자의 클레임이 승인된 후
청구서를 받게 되면 그에게 연락하여 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보내도록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보험급여 수급자격이 확실치 않은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산재근로자에게 청구서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청구서 사본을 보관하고 또 하나의 사본을 보험자에게 우송한
후 그 클레임이 승인되면 청구서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상해 발생 직후로부터 계산하여 일할 수 없는 날 중 3
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지급된다. 상해 발생일로부터 14일째가 되
는 날에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면 처음 3일에
대해서 상해 근로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3) 사전보장 여부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근로자에게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58). 만약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의료서비스
56) WAC 296-20-02850, 296-20-03002 참조.
57) WAC 296-20-065.
58) WAC 296-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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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가 근로자 또는 다른 보험에 의료비용을 청구한 후 클레임이
인정되면,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근로자 또는 보험자에게 전액 환불하
고 노동산업부 또는 자가보험자에게 산재보험 규정에 따라 전액 비용
을 청구한다.
그러나 만일 클레임 관리자가 근로자의 상해나 질병이 직무와 관련
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결국 클레임을 기각할 경우 또는 새로운 정
보에 따라 수표 지급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발견했을 경우, 산재
근로자는 이미 수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또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나 혹은 수당을 받은 날 동안 일을 한 것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 휴업급여를 상환해야 한다.

2. 직업병
가. 직업병 신고
직업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말
해야 한다. 즉, 근로자는 자신의 상해나 상태가 직업적인 것이라고 생
각할 때는 의사에게 이를 알릴 책임이 있다59). 반대로 의사가 환자에
게서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이 청구자 또는 주치의에 의해 내려지면 사
건보고서가 남아야 한다. 이 책임에 응하지 않을 경우 WAC 29620-0200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처벌될 수 있다.
의사는 공식적인 청구양식으로 제공되는 ‘산재상해 및 직업병 발생
보고서(a Washington State Fund Report of Industrial Injury or
Occupational Disease)’ 양식을 제공하고 산재근로자가 이를 작성하는
것을 돕는다. 이 보고서는 상해인 경우 1년 이내에 보험자에게 보내
야 하지만,

호흡기 질환이나 청력 손실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 의사

가 직업병을 진단한 증명서를 받은 지 2년 이내에 보험자에 보고되어
59) WAC 296-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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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즉, 직업병 클레임은 의사로부터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지 2년 이내에 신청해
야 한다.

나. 입증과정(석면의 경우)
만일 근로자가 직업병에 대해 석면 관련 클레임을 제기함을 확증하
는 객관적인 임상적 증거가 있으면,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을 볼
때 그 근로자가 워싱턴주에서 산재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직장에 고용
되어 있는 동안 석면 섬유에 해롭게 노출되었다는 자명한 증거가 있
을 때, 보험자는 미 합중국의 해양법에 따라 석면 관련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클레임을 제기한 어떤 근로자 또
는 수익자에게 산재보험서에 규정된 수당을 지급한다60).
만일 보험자의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그 근로
자가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그러한 노출이 인체에 해롭기에 충분한 기
간이었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면, 그 근무 경력은 석면에 대
한 해로운 노출의 자명한 증거로 간주될 것이다. 여기서 해롭다는 것
은 부분적인 또는 전체적인 손상을 의미하며,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손상을 의미할 수 있다.
보험자가 1988년 구법의 제271장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보험자는 법적 의무를 지는 보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법
적 의무가 있는 보험자가 수당 지급을 시작할 때까지 또는 수당이 적
절하게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자는
RCW 51.52.05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종 명령에서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의무가 있는 보험자에 의한 지급의 시작은 그 보험자가 근로
자, 수익자 또는 어떤 석면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 그 보험자에게 부과
된 수당을 대신 지급한 제공자에게 수표나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60) WAC 296-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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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의 송금을 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급여는 1988년 7월 1일 현재의 모든 미결 석면 관련 클레임들
에 대해 지급된다. 미결 클레임들이란 보험자나 산재보험항소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또는 최종 법원의 판결, 항소 법원 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재정되지 않은 것들을 말한다.
만일 그러한 수당을 승인하는 보험자의 명령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
면, 수당은 산재보험항소위원회 또는 법정에 의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
기 전까지 또는 법적 의무를 지는 보험자에 의한 지급이 시작될 때까
지 계속 지급될 것이다.
석면 관련 클레임에 대해 의료보조기금으로부터 보험자에 의해 수
당이 지급되고, 그러한 수당이 미 합중국의 해양법에 의거한 어떤 보
험자가 또는 연방사회보장,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Act, 42 U.S.C.가 아닌 어떤 연방 프로그램이 그 수당을 그
근로자 또는 수익자에게 채무로 지고 있다고 보험자가 결정하면, 부는
부에 의해 지급된 수당을 그러한 보험자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회수
하도록 할 것이다.
보험자에 의한 결정은 RCW 51.52.050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최
종 명령에 명시될 것이다.
자가보험 사업주가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자가보험
사업주는 부의 명령이 최종 확정되고 구속력을 갖게 된 지 10일 이내
에 보험자에게 수당을 변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RCW
51.48.080에서 위임된 바와 같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클레임 제기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회수를 포기하는 이
사의 재량권은 WAC 296-14-200 (3) (c)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획득한 어떤 정보도 소환장 발부나 기타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 유출되지 않는다. 보험자는 오직 RCW 51.28.070에
의해 클레임 파일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자들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
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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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증절차
의료수당만 받는 경우는 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작업 손실 일
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작업
장의 상해 또는 직업병에 관련된 모든 의료비를 지급한다. 만일 상해
가 훗날 3일을 초과하는 작업 손실을 유발할 경우, 지역보험사무소에
이를 통지해야만 휴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의료 수당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상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에
대해 보험자는 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오직 보험
자가 산재근로자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학적 증명서를 서면
으로 접수했을 때 지급될 수 있다. 최초 휴업급여는 노동산업부가 사
고보고서를 접수한 후 약 2주 후에 도착할 것이다. 의사의 의료보고
서가 계속해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 계속
해서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간혹 보험자가 근로자의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조건부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훗날 클레임이 기각될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일단 클레임이 승인되면 근로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클레임 관
리자가 요청하는 의료 진단을 받는다. 가벼운 업무 또는 과도기적인
작업을 포함하는 직장복귀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의사, 사업주 및 클레
임 관리자와 협력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 의사 및 클레임 관리자와 협력함으로써 클레임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클레임이 승인되면, 보험자는 직업병
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사, 병원, 외과, 약국 및 기타 의료서비
스에 대해 비용을 지급한다. 의료서비스는 직업병이 안정되고 더 이상
의 회복이 기대되지 않는 시점까지 제공된다. 기타 서비스들로는 응급
앰뷸런스 서비스, 특별 또는 가정 간호, 치과 치료, 회복센터 치료, 목
발, 부목, 인조 팔다리, 안경 및 보청기 등을 포함하며, 이것들에 제한
되지는 않는다.
근로자는 직업병을 치료할 자격을 갖춘 어떤 의사도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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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자격 의사로는 내과의, 접골의, 척추지압의, 자연요법 및 족병의,
치과의, 검안의, 안과의 등이 있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인가된 자인
지 그리고 근로자보상보험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1-800-LISTENS(1-800-547-8367)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클레임을 신청한 후 근로자는 현재 의사의 치료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느낄 경우 의사를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의사의 의견
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의사를 변경
하거나 다른 의견을 구할 경우 먼저 클레임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산재근로자는 클레임 관리자를 접촉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
운 보험자의 지점 등 서비스 센터를 통해 의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
다.

라. 역할분담
승인이 나고 보험급여가 시작되면 의사와 클레임 관리자 사이의 양
호한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 수당 지급을 위해 필수적이다. 산재근로
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의사가 정기적으로 보험자에게 우송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일이 원활
히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의사는 산재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원인들과 제약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클레임 관리자는 또한 현재의 치료 계획에 관한 의사의 의료보고서
를 필요로 한다. 클레임 관리자는 산재근로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진
모든 수당을 그가 받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 클레임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최초 시간 손실 보상 수표를 동봉한 통지서에 표
시되어 있다.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클레
임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의
사를 변경할 경우 또는 클레임과 관련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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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복상신
클레임이 기각되면 60일 이내에 노동산업부에 그 결정에 대해 서면
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그 결정
을 재심 청구할 수 있다.
1) 재고요청61)
때로는 클레임이 조기에 또는 잘못되어 종결될 수 있거나, 또는 의
사나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부적절하게 보이는 다른 판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주치의는 판결 조치에 대한
재고요청서를 즉시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
은 것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클레임 제기자의 현재 상태
- 받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
- 안정 상태에 도달할 때의 예후
모든 재고 요청서는 종결 명령 및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험
자에 의해 접수되어야 한다. 다른 보험자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재고 요청은 그 조치 또는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사 또는 그
상해 근로자에 의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
(1) 위원회의 개요
보험자의 결정에 불복상신하는 산재근로자는 2.5.1.과 같이 보험자
에게 재고를 요청한 후 또는 그러지 않고 직접 산재보험심사위원회
(the 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 : BIIA)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보험자인 노동산업부로부터 1949넌 분리독립된
조직으로, 노동산업부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청취하고 결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61) WAC 296-20-09701 (Request for re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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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6년 임기로 주지
사에 의해 지명된다. 위원회의 의장은 그 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반드
시 The 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의 현역 변호사여야 한다.
또 다른 위원은 이 주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지명되고,
마지막 위원은 이 주에서 사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BIIA 본부는
Olympia에 있고, 정보요청이나 항소처리에 대한 문의는 이 곳에 있는
위원회에서 취급한다.
위원회의 분쟁 해결 처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 내를 순회하
는 일단의 산업 항소 판사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 판사들은 분쟁 해
결 처리의 일부로 예비 협의 및 심리를 수행한다. BIIA는 다양한 분
쟁들을 심리할 권한이 있지만, 그 중 3가지 주요한 유형들은 (1) 산재
보험, (2) 워싱턴 산업안전보건법(the Washingt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WISHA)의 안전 조항에 의거한 항소, 그리고 (3)
범죄 희생자 보상 항소 등의 분야이다. 모든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소는 근로자 보상에 관한 것이
다.
(2) 위원회의 절차
일단 위원회가 심사요청을 접수하면, 노동산업부에 그 사본을 보내
그 결정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산업
부가 그 결정을 재고하기로 결정하면 부는 그 클레임에 대해 명령 재
개 관할(order reassuming jurisdiction)로 들어간다. 이것은 보류명령
(abeyance order)이라고 하고, 이 명령은 당 위원회의 심사를 일단 중
단시킨다. 그러면 위원회는 산재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회
송 명령(Order Returning Case to Department for Further Action)을
보내지만, 이것이 노동산업부의 추가적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권리
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만일 노동산업부가 그 심사요청에 대한 조정을 재개하지 않으면,
본 위원회가 그것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 위원회는 그 심사요청을
검토하여 위원회가 그것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지를 확

100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인한다. 심사요청이 노동산업부의 최종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
님을 발견할 경우 위원회는 그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없다. 그 경우
심사거부 명령(Order Denying Appeal)을 내린다.
만일 심사청구가 법에 주어진 시간 내에 제기되었고 당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사수락 명령(Order Granting
Appeal)을 받게 될 것이다. 심사수락 명령은 심사에서 이겼다거나 또
는 어떤 보상이 주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위원회가
심사를 심리하기로 동의하며 추가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의
미한다.
이후 위원회 앞에서의 진술, 중재 회의, 심리, 제안된 결정 및 명령,
재고를 위한 청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3) 상급법원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살고 있는 구
역 또는 그 상해가 발생한 구역에 있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상급법원은 오직 위원회의 최종 명령에 대한 항소만을 심리하며, 산업
항소 판사의 제안된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근로
자는 위원회로부터 최종 명령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이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록에 근거하여
재판하게 된다.
산재보험 건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 모
두에 관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노동산업부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만 항소할 수 있다. 이 건은 판사 앞에서만 재판을 받거나 혹은 어떤
당사자가 배심원을 요청할 수 있다.
워싱턴주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발생한 건들의 경우, 항소는
어떤 당사자에 의해서건 상급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
은 그 법원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범죄 희생자의 보상 및 세금 책정
에 관한 상급 법원 항소는 소송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이 경우 어떤 당사자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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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제1절 개 관

1. 산재보험법의 특성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산재보험은 Workers' Compensation Act 라
는 이름으로 법이 제정된 1914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이 변경되었다. 산재보험법은 1997년에 대규모의 변화가 있었으
며 법의 명칭도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WSIA) 로 변
경되었다.
온타리오주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 보험제도(no-fault
insurance plan)이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
s. 13(1)에서 제공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주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산재근로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근
로자의 과실 때문에 보상이 거절되지도 않는다. 과실(fault)이나 부주
의(negligence)의 존재 유무는 산재보험의 보상자격과는 관련이 없으
나, 근로자의 재해의 유일한 원인이 근로자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행위
(serious and wilful misconduct)인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6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재해가 중대한 상해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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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impairment or death)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WSIA는 산재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를 고
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63).

2. 근로자와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대부분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즉, 일부 업
종(금융업,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몇몇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는 근로계약(contract of service)이나 견습생신분하에서 고용되어 있
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계약의 형태는 구두나 서면, 명시적이나 묵시적
이나 상관이 없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는 근로의 형태보다는 고용
관계하에서 제공되는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정
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채용 후 10일 이내에 본인과 가족을
산재보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부의 재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로 납부하
며 주정부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각각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
는 사업주가 속한 산업범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주는 스케줄
1(Schedule 1)과 스케줄 2(Schedule 2)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스케줄 1의 사업주들은 재해급부의 재원에 대하여 공동배상책임
(collective liability)을 진다. 스케줄 1의 사업주들은 연간보험료를 납
부하고 총 필요재원을 보험료로서 충당한다. 스케줄 2의 사업주들은
공동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각의 사업주들이 필요재원에 대한 개
별 책임을 진다. 스케줄 1과 스케줄 2의 사업주로 구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스케줄 2의 사업주들은 철도사업, 항공사업, 전화사
업 등과 같은 대체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주들이고 이에 따라 후불제
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은 일반적으로 스케줄 1(Schedule 1)이나 스케줄 2(Sche-

62) WSIA s.17.
63) WSIA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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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e 2)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업주들은 스케줄 1이나 스케줄
2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주들은 산재보험이 의무화되
어 있지 않다. 산재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주요 산업은 금융기
관, 오락이나 사교클럽, 방송국, 영화제작사, 법률회사, 이발소, 교육기
관, 수의학병원과 치과병원 등이다. 이러한 산업의 사업주들은 자발적
으로 산재보험을 산재보험위원회(WSIB)에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서 보험혜택이 주어질 수 없는 산업들이 있는데 프로
스포츠팀, 이동중인 서커스, 자기 집을 건축하거나 개조하는 개인적인
주택소유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스케줄 2의 사업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스케줄 1에 속한
다. 스케줄 1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 WSIB)에 사고기금(accident fund)을 충당하기 위
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스케줄 1의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 산업구분과 요율 그룹에 따른 사업주의 분류
- 급여 $100당의 요율 산출
- 각 사업주의 총급여에 대한 보험료 산출
- 각 사업주의 사고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경험요율 조정
1993년에 개편된 스케줄 1의 사업주는 9개의 산업구분으로 분류되
고 2001년을 기준으로 170개의 요율그룹으로 다시 세분된다. 요율그
룹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활동에 따라 더 세분될 수도 있고 통합
될 수도 있다. 9개의 산업구분은 다음과 같다.
- 목재산업
- 광업과 관련 산업
- 기타 제1차 산업
- 제조업
- 운송업과 창고업
- 소매 및 도매업
- 건설업
- 정부와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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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비스
사업주는 사업주가 된 지 10일 이내에 산재보험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하며 산재보험시스템을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사고의 보상비용의 전부나 일부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3. 산재보험급여
1997년의 산재보험법의 산재급여는 크게 의료처치급여(health care
benefits)과 금전적 급여(monetary benefits)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 의료처치급여
근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는 필요한 의료처치를 받
을 자격이 있다. 여기서 의료처치(health care)란 의료전문가로부터 받
는 전문적 서비스,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간병인의 서비스,
집이나 차의 개조비용, 의료처치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추가적인 비
용, 기타 심하게 다친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
을 의미한다64). 의족이나 부상의 결과 필요한 기구들도 의료처치급여
에 해당되며, 영구손상을 입은 근로자의 경우 집에서 산재근로자를 도
와줄 간병인에 지출되는 비용도 의료처치급여에 해당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건강보험은 개인 부담이 없다. 일부 약
값을 제외하고는 주에서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에는 진료비를 지급하는 수납창구가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인정여
부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혜택과 급여보상 때문에 중요하지만,
모든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같이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64) WSIA s. 32.

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105

나. 금전적 급여
1) 상해 당일의 임금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상해 때문에 예정된 작업을 끝낼 수 없는 경
우, 사업주는 그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산재급여는 근로자의 임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날부터 지급된다.
2) 소득상실급여
산재보험법에서는 과거법의 임시급여와 미래의 경제손실급여를 대
체하는 소득상실급여(loss of earnings : LOE)를 지급한다. 소득상실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체기능상태 정보(functional abilities
information)의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산재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
로자는 노동시장의 재진입과 조기 근무복귀를 위한 의료처치와 관련
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 또는 투옥된 경우에는 급여가 감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소득상실급여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지급된다.
- 소득상실의 종료일
- 근로자가 65세에 이른 날
- 근로자의 상해로 인한 손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날
급여수준은 상해를 당하기 전과 후의 순평균소득을 비교하여 결정
된다. 순평균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소득세, 캐나다연금플랜 보험료와
고용보험공제 등을 차감한 소득이다.
상해 때문에 완전히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상실급여전
액(full LOE benefits)이 지급되며 이 경우 지급액은 상해 전 순평균
소득의 85%이다. 산재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한 경우에는 상해를
당하기 전후의 순평균소득의 차이의 85%가 지급된다.
소득상실급여의 계산에서 평균소득은 온타리오주의 산업평균임금의
175%를 초과할 수 없다. 소득상실급여전액의 최저수준은 $15,321.51
과 상해 전 순평균소득 중 작은 값이다.
소득상실급여는 상황이 중대하게 변한 경우에는 재조정될 수 있으

106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며 재조정이 없는 경우 24개월 후에 재검토될 수 있다. 중대한 상황
변화란 산재근로자의 급여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화를 의
미하며 중대한 상황변화가 생긴 경우 근로자는 WSIB에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상실급여는 처음 24개월 동안은 2주일에 한 번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매월 지급된다.
소득상실급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지수화되어 있다.
(1/2 × A) - 1
여기서 A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퍼센트 변화액(the amount of the
percent change in CPI)을 말한다. 지수요소(indexing factor)는 0%보
다 크며 4%가 상한선이다. 그러나 소득상실이 100%인 경우와 유족급
여인 경우는 완전히 지수연동(fully indexed)된다.
3) 비경제적 손실
1990년 법에서는 영구장애를 입은 근로자(permanently injured
worker)에게 두 가지 급여가 지급되었다. 연구장애로 인한 미래의 소
득상실급여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손실에 대한 급여의 두 가지 중
에서, 전자는 1997년 법개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후자는 약간의 변화를
거쳐 비경제적 손실급여 형태로 남게 되었다.
비경제적 손실(non-economic loss)급여액은 영구장애의 정도에 근
로자의 나이에 따른 금액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영구장애의 정도
(degree of permanent inpairment)는 퍼센트로 표시되며 나이에 따른
금액은 $51,535.37 + α로 표시된다. α는 45세를 기준으로 45세 이상이
면 1세당 $1,145.63씩 차감한 값이며 45세 이하면 1세당 $1,145.63씩
증액한 값이다. 비경제적 손실급여가 $11,456.30보다 적으면 그 급여
는 일시불로 지급된다65).

65) WSIA s.46.

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107

4) 퇴직 후 소득손실급여
근로자가 소득상실급여를 12개월 이상 받는 경우 WSIB는 근로자
의 퇴직 후 연금을 위하여 급여액의 5%를 추가로 적립한다. 1997년
법 개정 전에는 10%를 추가로 적립하였는데 법 개정 후에는 근로자
가 자기의 비용으로 5%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되었다. 만일 근로
자가 5%를 추가로 적립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 선택은 취소될 수 없
다.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생
존한 경우와 자녀들만 살아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3가지 형태의 보상이 주어진다.
첫째, $55,555.55와 배우자 나이 40세를 기준으로 1세당 $1,388.88을
가감하는 일시금이 주어진다. 배우자의 나이가 40세보다 적으면 1세
당 $1,388.88씩 증액되며, 배우자의 나이가 40세보다 많으면 1세당
$1,388.88씩 감액된다.
둘째, 일시금 이외에 매년 일정액씩 지급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
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근로자의 순평균소득의
85%를 받으며 최저금액은 $15,312.51이다. 모든 자녀가 19세에 이르
면 배우자는 자녀가 없는 배우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자녀가 없
는 경우 배우자는 사망한 근로자의 순평균소득의 40% + α를 받는다.
여기서 α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 나이 40세를 기준으로 40세
보다 많은 경우 1세당 1%씩 증액하고 40세보다 적은 경우 1세당 1%
씩 감액된다. 최고와 최저 지급금액은 사망한 근로자 순평균소득의
60%와 20%(혹은 $15,312.51)이다.
셋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사망한 근로자가 생존하였으면 받
았을 직업복귀와 선택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녀들만 살아 있는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순평
균소득의 30%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자녀당 10%씩 추가로 지
급되며 최고지급액은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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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위원회(WSIB)와 분쟁조정기구
산재보험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L : WSIB)
는 1997년에 제정된 산재보험법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산재보상의 결정, 근로자의 재활과 재취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의 결정, 징수 및 투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내부적 검토
등이다66).
분쟁조정기구는 산재보험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1985년에
구성되었다. 분쟁조정기구의 명칭은 처음에는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Tribunal(WCAT)이었으나 1997년 법의 개정으로 그 명
칭도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WSIAT)로
변경되었다.
WSIAT의 기능은 WSIB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appeals from decisions of the Board) 케이스를 청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WSIAT는 WSIB의 산재보험금, 재취업, 사업주보험료 등의
결정에 불복 상신하는 케이스를 결정하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WSIAT에는 불복 상신되는 WSIB의 결정들에 대하여 확인, 변경,
취소(confirm, vary or reverse)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67). 또
WSIAT는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거나 확인, 개정 및 취소할 수 있다68).

5. 현 황
1997년에 산재보험위원회는 17 종류의 산업에 대응하는 조직구조를
갖추었다(스케줄 2는 별도의 산업이다). <표 4-1>은 각 연도의 3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업과 사업규모에 따른 상병(injury and illness)을
나타내고 있다. 스케줄 2 사업주는 <표 4-1>에서 대규모사업에 포함
되어 있다. 대규모사업은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표에서
66) WSIA s.162.
67) WSIA s.123(3).
68) WSIA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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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산재보상신청은 서비스, 제조업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자동차, 건설은 중간 비중을, 교육, 전기, 시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 사업규모에 따른 보상신청
2001
소규모사업 대규모사업

2002
전체

비율(%) 소규모사업 대규모사업

전체

비율(%)

농업
자동차
화학
건설
교육
전기
식품
목재
보건
제조
광업
시
제지
서비스
철강
운송
소계
스케줄2

2,685
429
585
11,409
80
279
701
653
611
9,854
328
196
63
13,061
210
3,488
44,636
NA

2,408
35,445
9,544
15,157
2,910
1,562
13,073
3,458
24,184
64,110
2,536
3,028
2,678
67,745
8,325
20,744
276,907
42,161

5,093
35,874
10,133
26,566
2,990
1,841
13,774
4,111
24,795
73,964
2,864
3,224
2,741
80,806
8,535
24,232
321,543
42,161

1.4
9.9
2.8
7.3
0.8
0.5
3.8
1.1
6.8
20.3
0.8
0.9
0.8
22.2
2.3
6.7
88.4
11.6

2,551
375
538
11,428
94
878
632
617
651
9,353
302
220
53
13,078
157
3,579
44,503
NA

2,368
33,840
9,141
16,392
2,866
1,862
13,266
3,852
25,603
58,373
2,349
2,979
2,530
68,855
8,020
20,186
272,482
40,434

4,919
34,2159
9,679
27,820
2,957
2,740
13,898
4,469
26,254
67,726
2,651
3,199
2,583
81,933
8,177
23,765
316,985
40,434

1.4
9.6
2.7
7.8
0.8
0.8
3.9
1.3
7.3
18.9
0.7
0.9
0.7
22.9
2.3
6.6
88.7
11.3

전체

44,636

319,068

363,704

100

44,503

312,916

357,419

100

자료 : WSIB Annual Report 2002.

<표 4-2>는 각 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른 휴업급여
(lost time claims)가 인정된 통계이다. 휴업급여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의한 보상신청을 말한다. 휴업급여(lost time claims)는 35∼
45세 사이의 연령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도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45세 이상의 근로자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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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2> 휴업급여 지급 현황
2001

비율(%)

2002

비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N/A

4,689
10,424
11,120
12,655
15,504
14,663
11,606
9,266
5,389
2,532
415
96

4.8
10.6
11.3
12.9
15.8
14.9
11.8
9.4
5.5
2.6
0.4
0.1

4,544
9,940
10,379
11,724
14,394
14,464
11,803
9,135
5,970
2,677
449
89

4.8
10.4
10.9
12.3
15.1
15.1
12.4
9.6
6.2
2.8
0.5
0.1

전 체

98,359

100

95,568

100

자료 : WSIB Annual Report 2002.

<표 4-3>은 각 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휴업급여가
인정된 통계이다. 2002년의 경우 보상을 받은 성별의 비율은 남자가
65.3%, 여자가 34.7%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 성별에 의한 휴업급여 지급 현황
2001

비율(%)

2002

비율(%)

남자
여자
N/A

65,271
33,039
49

66.4
33.6
0.0

62,374
33,180
14

65.3
34.7
0.0

전체

98,359

100

95,568

100

자료 : WSIB Annual Repo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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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는 각 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17개의 산업별에 따른
휴업급여가 인정된 경우의 통계이다. <표 4-1>과 <표 4-4>를 이용
하여 휴업급여가 인정된 경우의 각 산업별 비중을 보상신청에 따른
각 산업별 비중과 비교하면 보건, 서비스, 운송 산업부문에서는 전자
가 후자보다 높으며 자동차, 건설 등은 전자가 후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산업별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현황

농업
자동차
화학
건설
교육
전기
식품
목재
보건
제조
광업
시
제지
서비스
철강
운송
스케줄2
전체

2001

비율(%)

2002

비율(%)

1,621
6,186
2,443
5,700
776
523
3,300
869
7,600
19,301
445
900
385
24,412
1,216
7,671
15,011

1.6
6.3
2.5
5.8
0.8
0.5
3.4
0.9
7.7
19.6
0.5
0.9
0.4
24.8
1.2
7.8
15.3

1,597
5,859
2,250
5,509
781
653
3,145
913
8,302
17,368
434
875
305
24,281
1,123
7,602
14,571

1.7
6.1
2.4
5.8
0.8
0.7
3.3
1.0
8.7
18.2
0.5
0.9
0.3
25.4
1.2
8.0
15.2

100

95,568

100

98,359

자료 : WSIB Annual Report 2002.

<표 4-5>는 완전상해의 정도에 따른 비경제적 손실(NEL) 급여 지
급건수를 각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장애
의 경우 100%에 가까운 영구장애보다는 20% 이하의 영구장애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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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비경제적 손실(NEL)로 지급되는 급여
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구장애의 정도에 따른 비경제
적 손실급여 지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5> 영구장애의 정도에 따른 비경제적 손실(NEL) 지급 현황
완전상해의 정도

2001 지급건수

0.01∼5.00%
5.01∼10.00%
10.01∼15.00%
15.01∼20.00%
20.01∼25.00%
25.01∼30.00%
30.01∼40.00%
40.01∼60.00%
60.01∼99.99%
100%

2,616
2,702
2,206
1,421
982
547
393
163
83
116

전 체

11,229

비율(%)

2002 지급건수

23.3
24.1
19.6
12.7
8.7
4.9
3.5
1.5
0.7
1.0
100

비율(%)

3,328
3,842
3,259
2,077
1,503
870
678
262
82
153

20.7
23.9
20.3
12.9
9.4
5.4
4.2
1.6
0.5
1.0

16,054

100

자료 : WSIB Annual Report 2002.

<표 4-6>은 소득상실(LOE)급여의 평균급여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평균급여기간은 상병 후 처음 12주 기간 안에 지급된 소득상
실급여 일수만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다. 평균급여기간은 14∼15일
로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3년의 17.8일, 1995년의 16일과 비
교하면(1993∼1997년 기간의 급여명칭은 임시장해급부임) 평균급여기
간은 하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4-6> 상병에 따른 소득상실급여의 평균급여기간

급여기간일수
자료 : WSIB Annual Report 2002.

2001

2002

14.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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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1. 산재신고
가. 산재신고의무자
온타리오주에서 산재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의사에게 부
과되고,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주는 산재신고
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지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신고서에 서명할
기회와 권리가 제공되고, 어떤 이유에서든 사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의사는 의사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재
보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들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 부상이 심한 경우 의료처치를 받기 위한 교통편의 제공 및 비용
부담
- 근로자의 사고당일 임금 지급
- 사고 조사와 기록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유발시키거나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
는 사고발생 3일 안에 산재보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응급조치만을 받는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즉, 응급조치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작업(근로시간 단축, 작업변
경)에 7일간 같은 급여로 근무할 수 있다. 7일 이상의 수정작업이 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중
대재해인 경우 경찰 및 구급차에 연락하고 노동부 또는 노동관계부처
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중대재난계획(serious inciden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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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해야 한다.
일반적인 부상에 의한 산재사고는 보통 사업주가 하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산재신고를 할 수 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보고도 필요하다. 산재보
험은 의료전문가가 부상당한 근로자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69).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의료전문가는 WSIA
s.179(4)에 의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 Form 7과 Form
6에서 의료전문가가 의료정보를 WSIB나 사업주에게 제공하는데 근로
자가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산재신고방식
1) Form 7
사업주의 보고는 산재보험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문서양식으로 하
여야 하며70) Form 7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orm 7 작성시에
는 다음의 정보들이 필요하다.
◦ 근로자의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 직업, 고용일자
- 노동조합 대표자
- 선호하는 언어
◦ 사업주 정보
- 사업주 번호
◦ 부상과 직업병 정보
- 사고시간과 업무책임자에게 보고된 시간
- 근로자가 근무한 마지막 시간
- 사업주의 사고 조사 결과

69) WSIA s.37, s.47.
70) WSIA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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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기술
-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의료처치(health care) 정보
- 응급처치 및 기타 의료처치
- 근로자가 의료처치를 받은 병원과 의사
◦ 소득정보
- 임금기준과 근무시간
- 근로자의 세전 소득
- 정규소득 외의 추가소득
(휴가비지급, 생산보너스 등)
- 생명보험과 기업연금 같은 종업원급부제도하의 급부
사업주는 사고발생 후 3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로 Form 7을 산
재보험위원회에 접수시켜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 있어서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서명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
로자의 서명이 사업주의 보고내용에 대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정해진 시간 내에 Form 7이 접수되지 않거나 미완성된 경우 벌금
이 부과된다. Form 7은 산재보험위원회 보상청구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Form 7이 완벽하게 작성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는 경
우 산재보상이 허용될 수 있다. 사고의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진술서
가 첨부되어야 한다. 증인진술서는 사고보고가 늦은 경우, 의료치료를
받는 경우 혹은 근로자가 일시적인 해고(employee's lay-off from
work)인 경우 특히 중요하다.
2) 근로자의 신체기능상태 양식(functional ability form)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대한 정보가 사고보고기
록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71). 근로자는 “근로자를 치료한 의사
가 근로자의 신체기능상태(functional ability)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
사업주 및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Form 7의

71) WSIA s.2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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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아래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가 Form 7에 서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신체기능상태 양식(Functional Abilities
Form : FAF)을 제공하고 그 양식은 의사가 작성한다. 이 문서는 근
로자가 가능한 직업선택에서 의료적 제약점들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
자의 서명은 보험금 신청 및 의사로 하여금 기능적 정보를 사업주에
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가 Form 6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로자가 Form 7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Form 6(Worker's Report of Injury/
Disease)를 작성하여 WSIB에 제출하여야 한다. Form 6에도 신체기능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가 Form 6을 이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근로자는 Form 6
의 사본을 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산재산고양식인 Form 7,
Form 6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서명 없이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Form 7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WSIB의 고객
서비스대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업주의 우편번호, 사업주번호, 이
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직업병 산재신고
근로자는 업무 중에 행한 작업이나 업무 중에 유해물질이 노출된
작업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직업병 산재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 의사, 노동조합, 변호사를 통해
서 산재신고를 하거나 근로자 자신이 할 수도 있다. 직업병 산재신고
를 접수하여야 하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근로자나 근로자의 의사는 보험자에게 전화나 서면 또는 팩스로 증
상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사는 의사최초보고서(Physician's First
Report)인 Form 8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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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6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주의 Form 7에 서명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WSIB는 산재신고를 받은 경우 산재신고를 접수하고 심사결정자를
선정한다. 심사결정자는 근로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 근로자의 증상과 시작 시기
- 작업 중 노출된 물질들과 수행하는 작업형태(type)
- 진찰받은 의사들의 이름과 주소, 진료일 등
- 과거직업과 종류
산재신고를 접수한 후 보험자의 사례관리 간호사(nurse case manager)나 심사결정자(adjudicator)가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결정
을 위한 정보를 더 요구할 수도 있다. 산재신고가 접수되면 8자리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심사결정자는 정보를 종합하여 장해급부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사례관리 간호사는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의료처치
등을 조정한다. 직업병 여부 결정시기는 근로관련 정보 및 의사로부터
의 의학보고서 등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달려 있다.

2. 산재 입증
가. 증거인정 규정
산재입증과 관련하여 WSIA는 증거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WSIA s.13(2)에서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업무가 사고
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
WSIA s.119(2)에서는 사건의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동등한 비중일 때는 산재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규정이 있
다.
s.119(2)의 규정은 산재에 대한 원인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적용된
다. 산재의 원인에 대한 아주 복잡한 의학적 이론이 여러 개 존재하
고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 각각의 이론들이 동등한 근거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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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될 수 있으면 s.119(2)에 의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
다.
의심스러운 산재신고는 정당한 보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되
어야 한다. 보고된 상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검토가 더 필요
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근무여건이나 근로자의 상태를 잘 아는 현장관
리자이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관리자를 포함한
사업주의 사고기록이나 초기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산재입증은 궁극적
으로 근로자가 하여야 하지만 상해인 경우는 현장관리자 및 동료가,
직업병인 경우는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건강검진
근로자의 장해, 건강회복시까지의 예상기간 등에 관하여는 건강관
리전문가(health-care provider)가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
관리전문가를 선택하는 권리는 산재근로자에게 있다.
근로자가 산재급부를 신청하거나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관리전문가가 행
하는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 보험자는 재
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
지고 있다.
직업병의 경우 의사의 건강검진과 소견은 산재입증에서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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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업무상재해 인정방식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가. 사고인정기준
1) 사고에 의한 개인적 재해
업무수행 중이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사고에 의한 개인적 상해(personal injury by
accident)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72).
사고라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근로자의 행위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wilful and intentional act,
not being the act of the worker):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싸움에
연루되어 다치는 경우나, 상점 점원인 경우 상점에 강도가 침입
하여 강도에게 다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물리적, 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건(chance event
occasioned by a physical of natural cause): 일반적인 의미의 사
고를 말하며 기계의 절단 등과 같은 외부의 충격(external force)
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외상이 발생하는 사고(specific traumatic
incidents)를 의미한다.
- 업무 중이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장해(disablement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나타난 상태나 업무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의
미한다.
근로자의 행위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나 물리적, 자연적 원인에 의
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건인 경우 WSIA section 13(2)가 적용될 수
72) WSIA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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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13(2)의 내용은 “사고가 업무로부터 발생하였다면 반대의 증거
가 없는 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업무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업
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면 사업주가 업무가 사
고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을 진다.
s.13(2)는 업무 중이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장애의 범주를 주장하
는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장애와 업
무의 관계를 밝혀내야 하는데 근로자만이 그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
기 때문이다.
“업무로부터 발생하는”이란 것은 사고의 원인이나 원천(cause or
origin of the accident or injury)을 의미하고 “업무수행 중”이란 사고
의 시간, 장소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이란
사고의 어떤 방법으로(“how” of the injury)를 의미하고 “업무수행
중”이란 사고의 언제, 어디서, 무엇(“when”, “where” and “what” of
the injury)을 의미한다.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한 경우 WSIB s.
13(2)를 적용하면 그 사고는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
임은 사업주에게로 귀속된다. 사업주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서 그 추정
을 항변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명백하고 누구나 확인시킬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인정된다.73)
사고가 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위험을 추가하는 기구(예: 오토바이 사용)를 사용하거나 업무
나 업무의무에 부수하지 않는 행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로부터 발
생하는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름 휴양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비번인 날 그 휴양소의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등이 그 예이

73) WSIA s.119(2), s.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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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심시간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보상인정이 되나 특별
히 개인적인 용무인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판례로서 “사고”나 “업무 중이나 업무로부
터 발생하는” 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
지고 있다.
2) 고의적 행동
근로자의 재해가 근로자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행동이 유일한 원인
인 경우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해가 사망
이나 중대한 상해가 된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대한 상해라는 것은 보통 6주 이상의 완전장해상태나 영
구적인 장해상태를 의미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행동이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사려 깊지 못한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며 판단이 정확하지 못
하거나 신중하지 못하여야 한다.

나. 직업병 인정기준
1) 직업병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아 장해를 입고 직업병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마치 직업병이 사고에
의한 개인적 재해인 것처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업병으로 인
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직업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관계가 인정될 때
에만 가능하다.
스케줄 3은 특정산업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알려진 산업병을 열거
하고 있다. 근로자가 스케줄 3에 기술된 과정에서 근무하고 그 과정
에 열거된 병에 걸렸다면 반대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병은 작업
환경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74) 이 추정은 스케줄 3에 나열된 병들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74) WSIA 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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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4는 3가지 병과 그 병들에 걸리는 각각의 과정들을 나열하
고 있다. 스케줄 3과는 다르게 스케줄 4에 나열된 병들은 법 WSIA
s.15(4)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항변할 수 없는 추정들이다. 스케줄 4
의 병들이 column 2에 나열된 과정하에서 걸렸다면 그 병은 작업환
경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본다.
<표 4-7> 스케줄 3(직업병)
Column 1

Column 2

직업병

과정

1

탄저병

모, 머리털, 강모, 동물의 피부 등의 처리

2

감염된 수포

계속되는 마찰을 포함하는 과정

3

주머니염(Bursitis)

4

타르, 음조(pitch), 역침, 미네랄오일, 파라핀, 타르, 역침, 미네랄오일, 파라핀, 이와 같은 물
이와 같은 물질의 복합된 산출물이나 찌꺼 질의 복합된 산출물이나 찌꺼기를 처리하거나
기로 인한 상피종암이나 궤양
사용

5

가압병 혹은 잠수병

6

독물 피부염

7

다음에 의한 중독이나 후유증
ⅰ 비소
ⅱ 벤졸
ⅲ 베릴륨
ⅳ 동, 니켈, 아연
ⅴ 카드뮴
ⅵ 탄소 bisulphide
ⅶ 탄소 dioxide
좌변의 ⅰ∼ⅹⅴ의 이용을 포함하는 과정
ⅷ 탄소 monoxide
ⅸ 염화 탄화수소
ⅹ 크롬
ⅺ납
ⅻ 수은
xiii 벤젠, 페놀과 동족체에 의한 아질산염유
도체와 아미노유도체
xiv 이질산 연기
xv 인

8

규소폐증을 제외한 폐진증

압축된 공기로 운반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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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의 계속
Column 1

Column 2

직업병

과정

9

엑스레이, 라듐, 방사성물질에 노출됨에 따
른 질병

10

오프셋이 아닌 분무에 사용되는 흡입물 때 장약산업에서 오프셋이 아닌 분무의 사용을 포
문에 발생하는 호흡기병
함하는 직업이나 과정

11

전기용접이나 아세틸렌 용접으로 인한 망막
염

12 윤활막염

광업, 절단, 분쇄, 석분쇄, 금속광택 과정

13 건초염
다음의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의해 걸
린 결핵
ⅰ. 스케줄 1과 2에 포함된 병원, 교도소, 요양
14
소, 너싱홈, 양로원, 가정방문간호사협회
ⅱ. 온타리오주에 의해 운영되는 실험실, 치
료 센터
타르, 음조, 역침, 미네랄오일, 파라핀, 이와 타르, 음조, 역침, 미네랄오일, 파라핀, 이와 같
15 같은 물질의 복합산출물이나 찌꺼기로 인한 은 물질의 복합산출물이나 찌꺼기의 사용이나
눈각막의 궤양화
처리
16 비장이나 부비통의 초기암

니켈 생산산업에서 선광, 제련, 정제작업

자료 : WSIA 스케줄 3.

<표 4-8> 스케줄 4(직업병)
Column 1

Column 2

직업병

과정

1

석면침착증

공기로 옮겨지는 석면섬유를 포함하는
광산업, 공작소, 제조업, 조림소, 건축
장, 수리소, 개조소, 폭파장의 작업

2

흉막복막의 중피의 초기악성신생물

상동

3

비강이나 이상비강으로 인한 초기암

Inco의 Copper Cliff 소결물 공장의
작업과정

4

비강이나 이상비강으로 인한 초기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Inco
의 Port Colborne 하소, 침출, 및 소
결물 부서의 작업과정

자료 : WSIA 스케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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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통받는 병이 스케줄에 나타나 있지 않거나 스케줄에 나
타나 있는 병에 걸린 근로자가 명시된 직업종류에 종사하지 않은 경
우, 직업병의 결정은 필요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를 판단한 후 결정
된다.
1985년의 법 개정에서 직업병위원회(Occupational Disease Panel)가
설립되어 직업병에 대하여 조사와 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었으
나 1997년 법 개정에서 직업병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업무는 보험자에
이관되었다. 보험자는 WSIA s.4(1)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건강과 안전
을 증진하여 작업장 사고와 직업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분쟁이 되는 산재보상
가) 만성적인 통증(chronic pain)
만성적인 통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정상적인
회복기간을 초과하는 통증이나 상해의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아 설명
하기 힘든 통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성적인 통증은 근로자의 상해
와 객관적으로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자나 사업주에게 모두 다루기 어려운 분야이다. 만성적인 통증은 육체
적, 감정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다.
보험자의 정책에 따르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통증은 특정상해의 치료기간보다 6개월 이상을 초과하여야 한다. 또
만성적인 통증장애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의 통증 때문에 근로자의 일
상생활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보험자는 만성통증(chronic pain disorder)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
여 만족시켜야 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명시하였다
- 업무와 관련된 상해(injury)가 발생하여야 함
- 만성적 고통은 그 상해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함
- 그 고통은 그와 같은 상해의 통상치료기간보다 6개월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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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
- 고통의 정도가 신체기관의 증세(organic finding)와 일치하지 않
을것
- 만성적인 고통이 소득능력을 손상시킬 것
정해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자의 소득능력 손상정도가 측정
되며 그에 따라 연금이 지급된다. 섬유근통증후군(fibromyalgia syndrome)이나 인체형고통병(somatoform pain disorder) 등의 증세가 있
는 근로자들도 만성고통장해 기준에 의하여 보상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성적 통증은 주관적인 현상인 경우가 강하므로 현저한 일상생활
의 지장이 만성적 통증의 장해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현저한 일상
생활의 지장이란 근로자의 직업적, 사회적 및 가정생활의 지장(the
disruption in the worker's social, occupational and home life)의 3가
지가 모두 발생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 3가지 각각이 같은 정도의 지
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가지 모두가 발생하여야 한다.
다음의 예는 만성적 통증의 결과 신체기능의 정형적인 지장을 나타
내준다.
(i) 직업측면
- 근무의 형태나 시간이 완전히 제한되거나 어느 정도 제한될
때(예: 과거근무보다 부담이 적은 근무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ii) 신체적 측면
- 계속적이고 완화되지 않는 통증
- 고통이 있는 신체부위의 사용에 따른 통증
- 특정행위가 악화시키는 통증
- 앉거나, 서거나 혹은 걷는 것이 제한된 짧은 시간으로 한정
- 걷는 것이 제한된 짧은 거리인 경우
- 몸을 구부리거나 올리는 것이 제한된 경우
- 몸이 굳거나 통증 때문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어려
운 경우
- 잠이 들기가 어렵거나, 일찍 깨거나,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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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통증에 의한 수면의 방해
-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가 필요한 경우
-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 지속적이거나 증가하는 피로
- 서 있을 때 불안정한 느낌
- 어지러움
- 두통
나) 스트레스와 환경적 민감 증상
WSIA의 s.13(4)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는 산재보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수행중에 업무로부터 발
생하는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정신적인 쇼크의 사건에 따른 심각
한 반응(the acute reaction to a sudden and unexpected traumatic
event)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보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이 정신적 쇼크의 성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각 있
는 사람의 기준(reasonable person standard)이 적용된다. 보험자의 기
준에서 정신적 쇼크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포성이 있는 사건이거나
근로자에게 실제적으로 위협적인 폭력성의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
사건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과정에서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며 객
관적인 기준하에서 정신적 쇼크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인성
이나 정신적 경력 때문에 실제로는 별로 해가 없는 사건에 상대적으
로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일반
적인 근무에서 나타나는 성희롱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경우는
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희롱이나 갑작스러운 정신적 쇼크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근무와 관련된 결정으로부터 발
생하는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산재보험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산재보험전체
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와 같은 비용절감은 개별 사업주
에게 전가가 될 수도 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각각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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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장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원 등에 보상을 청구할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성적 피로, 심리적 위축, 호흡기 문제, 관절이나 근육통,
두통 등이 근무환경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보상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민감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는 의사나 전문가들 사
이에 논쟁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증상에 대한 보상기준은 작업
중 사고나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상태에 중대하게 기여했느냐의 여부
이다. 이 경우 근무 자체가 증상의 원인인 것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최근 평가
2002년 보험자가 남부 온타리오주에 사는 300여 명의 산재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
면 산재근로자 중 49%만이 보상수준 및 절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37%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투쟁했어야 했
다고 고백하는 한편 45%는 보상청구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고 단지 32%만이 가족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
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산재승인율은 78%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75)
본 연구 결과 나타난 것은 산재근로자들을 보다 존중하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순히 하고 지급지
체를 제거하여 산재근로자의 재무안전성을 높이고, 보험자 직원들의
신속대응 및 근로자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75) http://www/wsib/on.ca/wsib/wsibsite.nsf/publicprint/researchresultsresearhby
n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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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는 보험자인 산
재보험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 WSIB)이다.
보험자는 1997년에 제정된 산재보험법(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 WSIA)을 운용하기 위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구이다.
WSIB의 기능은 산재보상, 근로자의 재활과 재취업, 사업주의 산재보
험료의 결정, 징수 및 투자, 보상결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다.

가. 관리조직
WSIB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WSIB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
함으로써 WSIA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지며 WSIB의 행정도 수행한
다. 이사회의 의장과 WSIB의 장은 부지사에 의하여 임명된다. 최소 3
명 최고 7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근로자, 사업주, 혹은 부지사가 적
절하다고 판단한 사람들로 구성된다76).

나. 행정조직
WSIB는 운영(Operations), 정책과 홍보(Policy and Communications), 작업장안전(Workplace Safety), 인력관리(Human Resources)와
재무(Finance)의 5개의 국(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국은 중앙보상처리(Central Claims Processing), 산업부문(Industry Sectors), 소규모사업(Small Business)과 심사(Appeals)의 4개
부서(branches)로 구성되어 있다.
보상청구의 접수와 처리는 중앙보상처리부서에서 이루어지며 단순
한 보상청구사건은 여기서 처리가 된다. 또 심한 부상이나 직업병의
처리도 중앙보상처리부서에서 처리된다. 그 이외의 다른 모든 보상청
76) WSIA s.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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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중앙보상처리부서에서 검토된 후 사례관리간호사(nurse case
manager)와 적정한 산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보상결정자(adjudicator)로
이관된다. 1997년에 이루어진 WSIB의 중요한 조직변경은 보상청구의
검토를 산업부문별로, 지역별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산업부문은 농
업, 자동차, 건설, 교육, 전기, 식품, 목재, 보건, 제조, 시, 제지, 화학,
광업, 철강, 운송, 서비스, 스케줄 2 사업주 등의 17개로 구분되어 운
영되고 있다. 또 해밀터, 런던, 윈저, 오타와, 센더베이 및 토론토에서
운용되는 소규모사업조직(small business units)이 있다.
사례관리간호사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의료치료를 받게
하며, 빠른 작업장 복귀를 위한 정보제공과 필요한 도움을 준다. 사례
관리간호사는 보상신청사건을 맡은 보상결정자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
서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부문 부서내의 고객서비스책임자(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는 사업주의 등록, 분류 및 감사 책임을 지며 보험자와 사업주,
근로자, 근무복귀서비스제공자 등과의 연결 업무를 맡고 있다. 고객서
비스책임자는 의료 및 안전서비스, 사업주 보험료, 보험요율 그룹, 보
험료 납입, 경험요율체계, 보상신청상태, 작업복귀 예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사례관리간호사, 보상결정자, 고객서비스책임자는 의
료재활, 인간공학, 작업복귀업무, 직업소개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로부
터 도움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
WSIA 법 이름이 의미하듯이 WSIA는 사고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장안전국은 산업재
해를 33%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업장안전국의 역할은 건
강과 안전교육, 안전검사, 작업장안전협회(Safe Workplace Association)의 조직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등이다.
정책과 홍보국은 WSIB의 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수행업무를
하며 WSIB의 홍보업무도 수행한다. 인력관리국은 내부직원교육, 내부
근로관계, 직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재무국은 회계, 예산 감
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조직 이외에도 WSIB의 장이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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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사무소(office)가 있다. 의료관리사무소(The Chief Medical
Office)는 WSIB의 의료서비스를 점검하며, 투자관리사무소(Investments Office)는 WSIB 사고기금(accident fund)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특별조사사무소(the Special Investigations Branch)는 보상
청구의 허위신고와 비정상적인 보상 등을 줄이는 데 노력한다. 이 밖
에도 법률서비스(General Counsel/Legal Services), 보험수리서비스
(Actuarial Services) 및 내부감사(Internal Audit)를 하는 사무소 등이
있다.

3. 분쟁조정기구
온타리오주의 불복상신제도는 1984년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84년
이전에는 재심사와 심사(appeals and reviews)는 산재보험위원회
(Workers' Compensation Board : WCB) 자체에서 행하여졌다. 1984
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보험심사원(Workers' Compensation
Appeals Tribunal: WCAT)이 독립적인 재심사결정기관으로 설립되었
다. WCAT는 WCB가 내린 보상자격, 재취업, 직업재활사건 등을 포
함하는 모든 결정에 대하여 청취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
한을 부여받았다. WCB 자체에도 여러 단계의 내부적 심사(internal
appeals)체계가 있었으나, WCAT의 설립으로 이러한 내부적 심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WCAT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WSIA가 제정되면서 WCAT는 그 명칭이 WSIAT(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로 명칭이 바뀌었다.

가. 내부심사구조
1) 심사청구와 재검토
보험자가 문서화된 보상결정을 근로자, 사업주 등에게 보낸 후 보
상결정자는 불리하게 결정된 당사자를 면담하고 그 당사자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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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생각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수 있다. 보상결정문서는 불복 상신할
수 있는 제한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불복 상신할 수 있
는 제한기간은 노동시장 재진입 계획이나 직장복귀를 포함하는 경우
는 30일 이내에, 다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
다77).
면담 후에도 불복 상신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사자는 서면으로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근로자, 법에서 정해진 수익자로 지
정된 사람, 부모, 근로자의 자녀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주
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관련된 당사자의 변호사,
친구, 친척 등은 심사청구를 접수하는 서류절차를 도울 수 있다.
심사청구서류가 제출되면 처음 보상결정자가 그 서류를 다시 검토
하지만 명백한 실수나 새로운 결정적인 정보가 없는 한 그 결정은 번
복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서류는 심사부(Appeals Branch)로 이관된다.
2) 심사부의 업무
심사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심사결정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
이 보장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60일 결정 선택권(60-day
decision option)이 행사되면 심사결정자의 결정은 이미 접수되어 있
는 정보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화된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검토단계(Review Stage)에서 심사청구사건이 심사결정자에게 주어
지면, 심사결정자는 결정의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향후 조사가 필
요한 분야를 확정하고 그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을
면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담으로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동의할
수도 있으며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할 수 있다. 당
사자들이 동의하면 그 심사 건은 결정단계로 진입하고 심사결정자는
된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만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청문단계가 필요 없이
그러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 건은 조사단계로

77) WSIA s.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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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 또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결정자는 청문계획
(scheduling arrangement)을 준비하여야 한다.
조사단계(Inquiry Stage)에서는 심사결정자는 심사청구사건을 결정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를 수집
하는 방법도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수집의 일차적인 원천은 당사자들
이지만 심사결정자는 WSIB의 조사나 독립적인 평가나 추가적인 검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수집된 새로운 정보는 참여자들과 공유한다. 단, 의료
기록과 의료정보가 제공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사단
계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심사결정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21일 이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접수되면 심사결정단계로
진입한다. 조사단계에서 신뢰성 문제나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면 심사
결정자는 청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청문단계(Hearing Stage)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WSIB의 심사기구는 비공식적 대화나 조정을 통하여 심사 청구된 사
건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들이 구두청문을 고집하는 경
우에는 청문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접수된 사건의 25∼30% 정도가 구
두청문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문단계에서 각 당사
자는 진술하거나, 구두증언형태나 의료기록 같은 형태의 증거를 제출
할 수 있다.
법정에서 적용되는 증거주의는 WSIB의 청문단계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심사결정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어
떠한 증거라도 받을 수 있다. 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
결정자가 한다.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나 필름은 완전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녹음이나
녹화 형태의 증거는 아주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기
간들이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증거들로 인
식되고 있다. 심사결정자는 이와 같은 구두, 문서, 혹은 오디오, 비디
오적 증거들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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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허락되는 증인은 동료, 배우자, 근무지 상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WSIB의 직원에게는 강제로 증언을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타당한 모든 정보는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WSIB는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당사자
들에게는 자기들의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근로자가 WSIB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청문회에 참여
할 수도 있으나 강제는 아니다. 많은 스케줄 1의 사업주는 산재보상
이 사업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WSIB의 사고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WSIB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고가 많은 사
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사업주는 심사사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수 있으며 따라서 청문단계에서 모든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산재보험심사원(WSIAT)
1) 심사원의 구성
심사원의 의장은 부지사가 임명하며 의장은 심사원의 원장이 된다.
부지사는 상근 부의장단과 비상근 부의장들 및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
표들을 심사원의 재심사 청문위원으로 임명한다.78) 재심사건은 일반
적으로 중립적인 부의장 혼자서 청취하며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
우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또 산재
보험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나 과학적인 사건, 새로운 법
하에서 새로운 법률해석이 필요한 사건, 산재보험기금에 중대한 영향
이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한 재심사는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처
리한다.

78) 자세한 내용은 WAIST Annual Report 200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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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의장 사무소(office of the vice-chair registrar)
WSIA의 체계하에서는 부의장 사무소(OVCR)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OVCR팀은 재심사청구가 접수되면 모든 재심사건을 검토하며, 청
문단계준비를 한다. OVCR은 각 재심사건별로 유형구분을 한다. 판단
하기가 간단한 사건들은 하루나 한나절의 청문으로 심사가 끝나며 당
사자들은 재심사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다.
직업병, 여러 사건이 중복된 건, 과학이나 법률의 해석이 필요한 사
건 등 전문적인 재심 사건들은 심사원자문위원회(Tribunal Counsel
Office : TCO)에 보낸다. TCO는 변호사, 수습학생(articling students), 법률근로자(legal worker), 및 의료연락사무소(medical liasion
off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CO는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법을 조
사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사청문위원회(panel)와 당사자에게 심사원의
중요한 과거 결정 자료들을 제공한다.
청문이 끝난 후 재심사청문위원회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청문후 법률근로자(post-hearing legal worker)가 관여
하여 추가적인 의료조사나 기타조사를 수행한 후 재심사청문위원회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재심사청문위원회는 의사의 소견으로서 의료기록을 중요시하며 의
사가 증언하도록 요구하거나 의료기록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청문
회 전에 심사원의 의료연락사무소가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의료쟁점부
분을 소개한다. 청문기간단계에서 의료연락사무소는 청문위원회가 의
료증거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 청문 후에도
추가적인 의료조사가 필요한 경우 청문위원회는 의료연락사무소의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권한
WSIAT의 재심사를 수행할

사법권은 WSIB의 모든 절차가 완료

된 후에만 가능하며 이것은 산재시스템의 중요관리자로서의 WSIB의
역할을 보호해 준다. WSIAT는 재심사사건을 결정할 때 시비와 공평
의 원리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판례에 구속되지 않는다79). WSIA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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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B의 결정을 확인시키거나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80).
WSIA가 제정되면서 WSIAT의 권한은 많이 축소되었다. WSIA의
section 126은 심사원의 위원회정책(Board Policy)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WSIAT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경우 결정하여야 할
이슈들을 WSIB에 신속하게

통고를 하여야 하며 WSIB는 재심사청

구와 관련된 기록들을 WSIAT에 제공한다. WSIAT는 적용할 수 있
는 WSIB의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정책을
이용하여야 하며81) WSIB는 재심사건에 대하여 WSIB의 어떤 정책이
이용될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WSIAT에 통고한다. 특별한 재심사건
에 대하여 WSIB의 정책이 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적법한 권한이 아닌
경우 WSIAT는 WSIB가 그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정
할 때까지 재심사결정을 하지 않는다82). WSIB는 60일 이내에
WSIAT의 요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한다.
WSIA가 제정된 후 WSIB는 WSIB의 정책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
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WSIAT가 간여할 여지가 없어졌다. WSIA가
제정되기 전에 심사원(WCAT)은 WSIB의 정책에 대하여 중요한 견
제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근로자단체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 WSIB의 정책을 WSIAT의 재심사결정에
구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WSIAT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심사기
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 옴브즈만제도와 법원의 재검토
WSIAT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옴브즈만 사무소에 불만을
보고할 수 있다. 옴브즈만이 자체 조사 후에 신청자의 불복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WSIAT에 재심사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
79)
80)
81)
82)

WSIA
WSIA
WSIA
WSIA

s.124(1).
s.123(3).
s.126(1).
s.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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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은 WSIAT가 한다. 대부분의 옴브즈만 조사에서 WSIAT의
결정에 동의하는 결론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WSIAT가 설립된 후
옴브즈만제도는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옴브즈만 사무소는 2000년에 30건, 2001년에 42건의 재고요청을
WSIAT에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가는 WSIAT의 결정건수가 늘
어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83)
WSIAT의 결정은 온타리오주의 법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이러
한 재검토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WSIAT의 결정은 최
종적이고 법원에서 논란이 되거나 재검토되지 않는다라고 WSIA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84). 법원은 s. 123(4)의 규정의 재검토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고 재검토의 범위를 사법권의 성격상
WSIAT가 행할 수 있는 실수로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법원의 재검토도 WSIAT가 설립된 후에는 많이 발생되
지 않고 있다. 또 WSIA의 스케줄 1과 2의 구분이나 소송제한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소송들도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제4절 현 황

<표 4-9>는 부상과 질병(injury and illness)에 의한 연도별 WSIB
에 대한 보상신청과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는 각 연도 3월 31
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lost time claims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
자에 의한 보상신청이고 no lost time claims는 한시적이나 영구적인
신체손상의 결과 임금을 손해 보지 않은 근로자에 의한 보상신청이다.
신청기간은 부상과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되지 않거나 WSIA에서 보
상되지 않는 업무에 의한 보상신청이다. 신청포기는 근로자에 의해 신

83) WSIAT Annual Report 2001.
84) WSIA s.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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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포기되거나 WSIB가 보상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
한 보상신청이다. 미결정은 보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상신청이다.
<표 4-9>에서 알 수 있듯이 스케줄 1보다는 스케줄 2의 lost time 인
정 비율이 1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부상과 질병에 의한 연도별 WSIB에 대한 보상신청과 결과

스케줄 1
lost time 인정
no lost time 인정
신청기각
신청포기
미결정
소

계

스케줄 2
lost time 인정
no lost time 인정
신청기각
신청포기
미결정
소

계

스케줄 1과 2
lost time 인정
no lost time 인정
신청기각
신청포기
미결정
전

체

2001

비율(%)

2002

비율(%)

83,250
167,623
11,275
55,890
3,297

26
52
4
17
1

80,989
168,268
11,380
53,337
2,925

26
53
4
17
1

321,335

100

316,899

100

15,109
17,376
1,930
7,140
814

36
41
5
17
2

14,579
16,893
1,822
6,627
599

36
42
4
16
1

42,369

100

40,520

100

98,359
184,999
13,205
63,030
4,111

27
51
4
17
1

95,568
18,5161
13,202
59,964
3,524

27
52
4
17
1

42,369

100

357,419

100

자료 : WSIB Annual Report 2002.

<표 4-10>은 WSIAT의 연간 재심사처리 건수를 처리형태별로 분
류한 것이다. 2001년도의 총 처리건수는 7,148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996년의 2,326건, 1997년의 2,908건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
이다.

이 표는 결정전 단계의 통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옴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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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검토 요청과 법원의 검토요청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이다.
<표 4-10> WSIAT의 처리형태에 따른 재심사처리 건수
2001
청문 전
신청자에 의한 취소
WAIST에 의한 해결
처리 중
무응답
기타
소

계

청문 후
신청자에 의한 취소
처리 중
재심사결정송부
기타

비율(%)

2002

비율(%)

724
3
3,832
62
250

8.2
0.2
43.5
0.7
2.8

331
3
2,815
43
199

46
0.0
39.4
0.6
2.8

4,871

100

3,391

100

9
253
3,676
1

0.1
2.9
41.7
0.0

14
243
3,499
1

0.2
3.4
49.0
0.0

소

계

3,939

3,757

전

체

8,810

7,148

자료 : WSIAT Annual Report 2001.

<표 4-11>은 2001년 WSIAT의 재심사 내용과 재심사 결정기간을
나타낸 표이다. 재심사내용이 의료검사와 관련된 경우 97%의 재심사
결정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송권한과 관련된 재심사의
경우는 50%가 6∼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급여자격과 관련된 재심사는 26%가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개월 이내의 재심사는 33%, 18개
월 이상 걸리는 재심사도 25%나 차지하고 있어서 재심사 결정기간은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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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WSIAT의 재심사 결정기간과 재심사 내용(2001년)
6개월 이내

6∼12개월

12∼18개월

18개월 이상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의료검사와 접근 191
소송권한
8
급여자격
1,937

97%
21%
31%

6
19
1,633

3%
50%
26%

0
7
1,033

0%
18%
17%

0
4
1,625

197
0%
38
11%
6,228
26%
6,463

33%

1,658

26%

1,040

16%

1,629

25%

전 체

2,136

자료 : WSIAT Annual Report 2001.

WSIAT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옴브즈만 사무소에 불만을
보고할 수 있는데, <표 4-12>는 옴브즈만 사무소가 재심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이다. <표 4-13>은 법원에 의한 재검토 요청 자
료인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적인 요청 건수만이 있는 실정이다.
<표 4-12> 옴브즈만의 재고 요청 건수
2001
새로운 재고요청
재고해결
재고심사

42
14
48

자료 : WSIAT Annual Report 2001.

<표 4-13> 법원의 재검토 요청 건수
2001
재검토 접수
지검토 해결
재검토 심사
자료 : WSIAT Annual Report 2001.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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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시사점

과거의 경우와 비교할 때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산재보험급부는
1997년 법 개정 이후 축소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급되었던 미래소득
상실(future loss of earning) 같은 급여는 신법에서 삭제가 되었으며,
퇴직 후 소득상실급여를 위한 추가적인 적립금도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서 5%로 축소되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의 비용으로
5%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결국 산
재보험의 재정과 관련하여 산재보험급여지급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로 평가되고 있다. 산재보험금지급을 신중히 하려는 경향은 심
사와 재심사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85년 WCAT(구법의 WSIAT)가 설립되면서 산재보험법의 조문들
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많았다. 예를 들어 ‘사고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혹은 ‘업무중’, ‘직업병의 인정’ 등의 법 해석에
서 WCAT는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 이에 따라 WCAT의
재심사결정은 WSIB의 정책들을 상당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시켰으며 산재보험의 보상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1997년 새
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WCAT의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새로운 산재보험법하의 WSIAT는 과거와는 달리 재심사과정에서
WSIB의 정책을 적용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하고 재심사결정에서
WSIB의 정책이 법의 해석에 맞지 않는 경우 WSIB가 정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재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1997년의 법개정은 재심사기관으로서의 WSIAT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WSIAT가 과거처럼 산재보험법을 적극적
으로 해석하는 데 제도적인 제약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WSIB의 기능은 상당히 강화되었다. 다른 기구들의 역
할이 WSIB에 흡수 통합되고, WSIB는 정책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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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들은, 1997년 산재보험법
의 개정을 위하여 연구된 잭슨보고서(Jackson Report)에서 늘어나는
복잡한 과정과 보상체계의 시간지체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들로 권고된 것들이다. 이러한 개정들은 WSIB의 업
무효율성을 높이고 산재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도
움이 되지만, 재심사기관의 역할을 제한하여 판례로서 향후 산재보험
보상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상적용범위 확대는 WACT의 산재보험법의 적극적 해석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WCAT(WSIAT) 같은 재심
사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처음부터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최초 설립취지
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타리오주의 산재보험법의 s.13(2)에는 “사고가 업무로부터 발생하
였다면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다. 또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업무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업무가 사고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전
가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s.119(2)에
서 사건의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동등한 비중일 때는
산재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규정도 산재보상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을 산재보험법에 명시함으
로써 근로자의 보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의도는
참고할 사항들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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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제 1 절 재해 인정기준 및 범위

1. 법률관계
가. 규 정
노동기준법(이하 ｢노기법｣) 및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
상을 받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하 ｢상병 등｣이라고 한다)
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기법 제75조 이하에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등의 규정이 있으며, 노재보험법 제1조에 ｢업무상의 사
유……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는 규정이
있을 뿐으로, 업무상의 질병에 관한 노동기준법시행규칙(이하 ｢노기
칙｣)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와 같이 업무상 이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업무상의 상병 등의 범위․요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규
정을 정하고 있는 선진 제외국의 재해보상법에 비하여 일본의 재해보
상법의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며, 따라서 어떤 상병 등이 업무상의 것
인가의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또한 노기법 제75조 등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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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상｣의 상병 등과, 노재보험법 제1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사
유｣로 인한 상병 등과는 노재보험법 제12조제2항의 ｢전항의 보험급
부……는, 노동기준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및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행한다｣라는 규정에
서도 밝힌 것처럼 동일한 것이다.
업무상의 상병 등은 노동자측에 재해보상청구권(또는 보험급부지급
청구권)을, 사업주(또는 정부)측에 재해보상의무(또는 보험급부지급의
무)를 발생시키는 사유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관계는, 실정법에
서는 업무상의 상병 등을 입은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기
법 제8장 및 노재보험법(이하 합쳐서 ｢노재보상법｣이라고 한다)의 규
정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물론 민법상의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해보상도 또한 손해보상의 한 형태로, 민법상 채권자 또
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와의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재해
보상법에 근거한 재해보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업무
와 상병 등에 의한 손해와의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필요
하다. 물론, 재해보상법은 업무상 상병 등에 의한 손해의 전부를 보상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법에서 정한 손해, 대개 노동능력 내지는 가
득 능력의 손실만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는 점에서, 업무와 상병 등에 의한 손해 사
이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즉, 업무와 상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
로 귀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필요성은, 적어도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기칙별표 제1의2｣제9호의 규정(｢기타 업무에 기인함이 분명한 질
병｣)의 조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지만, 다른 부상 등에 대해서도 같다.
즉, 업무상 상병 등은 관련하는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실
무상 이 요건을 ｢업무기인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상병 등은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해보상법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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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략, 상병 등에 의한 노동능력 내지 가득능력의 손실만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에서, 마찬가지로 손해보상이라 하더라도, 계약법 또는 불법행
위법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의 전부(물론, 업무상 상병 등에 의한 손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를 보상하려는 것과는 다르다. 바꿔 말하면,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
의 손해배상규정은 개별적 계약관계 또는 일반적 사회관계의 손해 일
반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것이지만, 재해보
상법은 그 노동관계의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하게 노동자를 보호
하는 취지의 것이다. 따라서, 업무기인성은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성립
하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의 인과관계
와는 성립근거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기인성은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당해 상병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생긴 업무상의
상병 등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당해 노동관계를 근거로 함｣을 조
건으로 발생한 것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당해 노동관계를
근거로 함｣을 인정 실무상 ｢업무수행성｣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말
하는 노동관계란, 노동계약을 기초로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형성되
는 지배종속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수행성은, 노동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행위 또는 시간적 내지 장소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가리
키는 관계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기인성이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업
무수행성이 업무기인성의 조건을 성립시키고 있다는 것이 된다. 따라
서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의 제1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물론, 그
것은 업무수행성이 없으면 업무기인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있어도 당연히 업무기인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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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의 의의
업무상의 상병 등이라고 하는 경우의 ｢업무｣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재해보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상병 등에 대하여 원인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
로 종사하는 일과 같이 일반적 용어의 뜻에서 업무를 말하는 것은 아
니다. 우선, 그것은, 노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따라서 노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사업의 운영에 관련하는 업무이어야 한다. 다음으
로, 그것은 당해사업에서 노동자의 상병 등에 대하여 원인이 될 수 있
는 업무이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이어야 한다. 즉,
업무란 당해사업의 운영에 관련하는 업무로, 당해 노동자가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의 범위는 당해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의 범위, 즉 업무행위의 범위와 일치한다.
업무행위에는 당해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행하
는 제 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노동계약이 예정하는 직무행위, 작
업행위 등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제 행위도 노동계약의 본래의 취지
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행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작
업 중에 용변 등의 생리적 행위와 반사적 행위, 작업 전후의 준비행위
와 마무리행위, 작업에 수반하는 필요행위, 긴급행위 내지는 합리적
행위 등이 그것이다.
업무의 범위는 이와 같은 것이지만, 업무상외의 인정에서는 어떠한
범위의 원인으로 생긴 상병 등을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하며, 업무
상 상병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즉, 업무기인성의 성립범위가 문제시된
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업무기인성은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
는 것이며, 업무수행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의 성립범
위, 노동관계의 범위, 즉 업무수행성의 범위와 일치한다. 그것에 한하
여 업무의 범위 문제는 업무수행성의 범위문제로 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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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외의 인정
가. 업무수행성의 판단
업무상 상병 등은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업무기인성은 업
무수행성을 제1차적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에서 그 내
용을 검토한다.
｢업무수행성｣이란, 노동자가 ｢노동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음｣, 즉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업
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에 한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
는 경우(예를 들면, 휴식시간 등)에는 업무수행성이 있다. 어떤 경우
에도, 사업주의 관리하(시설관리하에 있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
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주의 관리하가 아니라도 업무에 종사하고 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예를 들면, 출장중)에는 업무수행성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더라도 사업주의 지배하가 아닌
경우(예를 들면, 휴일에 사업장 구내를 산책중, 사업장 구내에서 노동
조합의 대회에 출석중)에는 업무수행성이 없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업무수행성이란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 즉 사업주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상태 그 자체를 가리
키는 기능적인 개념이므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업무수행성이 인
정되더라도 그 사이의 개별적인 행위가 모두 업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 중의 개별적인 자유행동, 업무개시 전 또
는 업무종료 후의 사업장 시설의 이용, 사업부속 기숙사에서 개별적인
동작, 출장 중의 자유행동 등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사적행위이다.
따라서, 업무수행성과 이러한 개별적인 사적행위와는 구별해서 논의해
야 하며,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개별적인 사적행위에
기인하는 재해는, 예들 들면 사업장 시설이용 중의 재해에서, 사업장
시설 등이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
업무수행성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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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또한 관리하에 있어서 업무에 종사하
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업무행위 및 그것에 수반하는 일정한
행위(작업 중의 용변․음수 등의 생리적 필요행위와 반사적 행
위, 작업 전후의 준비행위와 마무리행위, 작업에 수반하는 필요
행위, 긴급행위 내지는 합리적 행위 등)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또한 관리하에 있지만, 업무에 종사하
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휴식시간 등, 사업장시설(사업부속시설
을 포함한다) 내에서 자유행동이 허용된 경우)
③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만, 관리에서 벗어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예를 들면, 출장용무, 외출용무, 화물․여객 등의 운송업무,
기타 사업장 밖에서 용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용무장
소와의 사이를 통상 또는 합리적인 순로 및 방법에 의해 왕복하
는 도상에 있는 경우, 내지는 여기에 수반하여 통상 또는 합리
적인 범위 내의 행위(식사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등)
물론, 이러한 업무행위성의 구체적 내용을 유형화한 것이므로, 구체
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각
각의 유형에 따라 상병 등의 발생원인의 소재가 다르며, 업무기인성의
인정방법에도 같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인정실무상 유형화하는 실익
이 있다. 또, 이상은 주로 ｢재해｣에 관련한 업무수행성을 추정하여 서
술했지만, 재해에 의하지 않는 질병(직업성 질병)의 경우의 ｢점진적으
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상태｣에 관해서도 이와 같으며, ｢당해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는 또한 종사했다는 것｣이 그 경우의 업무수행
성의 내용이 된다.

나. 업무기인성의 판단
상병 등이 ｢업무에 기인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업무 또는 업무행
위를 포함하여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
음｣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경험법칙상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기인성의 성립범위는 업무수행성의 범위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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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업무기인성의 ｢업무｣는, ｢업무수행성｣과 같은 뜻이 된다. 또한
업무수행성의 내용에 따라 상병 등의 발생원인의 소재도 다르며, 그에
따라 이하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인정방법에도 같고 다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여기에서는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재해와 상병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질병에서 문
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상의 질병｣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업무
기인성의 판단과정, 즉 ｢업무상｣의 인정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상병 등의 확인
- 업무수행성의 확인
- 재해의 확인(특히 재해성 질병의 경우에 중요한데, 직업성질병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업무수행성 및 재해 외에, 상병 등의 발생에 불가결한 조건이 된
제 사정의 확인(업무수행성의 구체적 내용 또는 상병 등의 종
류․양태에 따라서는 추정으로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작업 중 부상의 경우, 직업성질병의 경우)
- 상병 등의 발생에 불가결한 조건이 된 제 사정하에서의 업무가
(재해를 발생시키고, 재해가)상병 등을 발생시키는 개연성의 확인
- 경험법칙에 의한 객관적 사후예측 - (업무수행성의 구체적 내
용 또는 상병의 종류․양태에 의해 추정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작업 중 부상의 경우, 직업성질병의 경우)
- ｢업무상｣의 인정
다음으로 업무수행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하와 같이 나누어
업무기인성의 판단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관리하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업무행위 또는 그것에 수반되는 일정한 행위(작업 중의 용변․음수
등의 생리적 필요행위와 반사적 행위, 작업 전후의 준비행위와 마무리
행위, 작업에 수반하는 필요행위, 긴급행위 내지는 합리적 행위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서 재해발생원인의 소재는, 다른 특
별한 원인이 없는 한 다음의 업무행위 또는 사업장시설이다.
A. 작업과정 및 작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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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업행위, 작업방법, 작업공정, 노동자의 협동관계, 작업조건 등
b. 이러한 것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B. 시설 및 시설관리
a. 기계기구, 원재료, 생산물 등
b. 작업설비, 사업장시설, 작업환경 등
c. 이러한 것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즉,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의 재해는, 다
른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A, B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무
수행성이 증명되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기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 경우, 업무기인성의 반증사유가 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
이다.
(a) 업무일탈 행위, 업무이탈 행위, 자의적 행위 등
(b) 사적인 사유
(ⅰ) 사적용무 등의 사적행위
(ⅱ) 자기 또는 타인의 고의
(c) 천재지변 등의 자연현상
(d) 국외적인(neutral) 현상
이러한 것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A 또는 B가 원인이 된 때에는, 이
것도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②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관리하에 있으나, 업무에 종사하지 않
은 경우
예를 들면, 휴식시간 중, 즉 사업장시설(사업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내에서 자유행동이 허용된 경우이다. 이 자유행동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어도, 그 지배
하가 아닌 행동(예를 들면, 휴일에 사업장 구내를 산책중, 사업장 구
내에서 노동조합의 대회에 출석중)과 달리, 단순한 사적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행위 그 자체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적행위이며,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 자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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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재해발생원인은, 다른 특별한 원
인이 없는 한 사적행위 또는 사업장시설이 되는데, 사적행위 자체에
기인하는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업장시설
에 기인하는 재해에 한정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수행
성이 증명된 것만으로는, 당해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 시설에 기인한다
는 추론과 함께 사적행위에 기인한다는 추론도 동일하게 가능한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시설(또
는 그 관리)에 기인함이 증명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장시설에 기인하는 재해는 동시에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 있음에 인함｣(민법 제717조)으로 생긴 재해인 경우
도 많겠지만, 시설상의 원인을 문제로 하는 것은 토지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을 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
지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과 재해
와의 인과관계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인 것이다. 단, 종래에 시설의 결
함이 문제시되어온 연혁적 이유로서는, 노동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
상책임이 일부에서 토지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천재 등의 자연현상 또는 국외적인 상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에 수반하는 것이 아닌 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사적사유, 천재 등의 자연현상 또는
국외적 상태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시설(또는 그 관리)의 상황
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것과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
면, 그 재해는 업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만, 관리하를 벗어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출장용무, 외출용무, 화물․여객 등의 운송업무, 기타 사
업장 외에서 용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용무장소와의 사이를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순로 및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도상에 있는 경

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151

우, 내지는 이에 수반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위(식사
등)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관리하를 벗어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지만, 그 사이의 행위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를 받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구별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의 강약을
논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무리한 경우가 적
지 않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경우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적행위에 걸리지 않는 한 이것을 전체로서 업무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재해발생원인은, 다른 특별
한 원인이 없는 한 업무행위 또는 그것에 관련된 제3자의 시설(또는
그 관리)이다. 여기에서 이 경우의 재해는, 전기한 ①의 경우와 같이,
업무수행성이 증명되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업
무기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
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④ 상기 외에,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없는 경우
소위 원인불명의 재해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계 사실
등에 근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추론을
가지고 업무기인성의 유무를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수행성이 추정된 경우에는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기인성의 유무가 어느 쪽에도 같다고 추론되는 경
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 여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재해의 원인(업무와의 관계)이 불명인 경우이며, 예를 들어
사인이 의학적으로 불명인 경우는 아니다. 사인이 의학적으로 불명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전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15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제 2 절 업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1. 취업 중의 재해
취업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증명되고 당해 재해의 업
무기인성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기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으로
인정된다. 물론, 재해발생에 대하여 천재지변, 근본원인, 기초질병 등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가 재해를 발생
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된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재해는 업무외의 재해가 되며, 자의적 행위와 사적 행위 등에 의해 자
신이 초래한 재해와 고의로 자신이 초래한 재해는 업무외의 재해이다.

가. 작업 중
작업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기인성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상으로 해석되므로 우선, 재해발생 당시 작업 중이었
는가가 문제가 된다. 작업 중이었는가의 여부는 재해발생 당시의 행위
가 담당업무행위였는가,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인가, 특별한 업무명령
에 의한 업무행위인가 등에 따라 판단된다. 취업시간 중에 사적행위를
하고 있는 때나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등 작업을 이탈하고 있는 때에
는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작업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작업 중이더라도 재해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 노동자는 ｢작업 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 그 노동자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일이었나, 그러한 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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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였었나, 사업주(상사)의 특별명령으로 한 행위인가(이 범
위에서 벗어난 행위였나 아닌가라는 점).
- 노동자가 일에서 벗어났을 때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나(예를
들면, 어떤 사적인 용무를 보는 등).
② 작업 중이더라도 재해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나.
- 지진, 태풍 등의 천재지변이나 노동자 자신의 행위 등, 일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 일과 관계없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함께
일과 회사설비 등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나. 작업의 중단 중
취업 중의 노동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업무행위이지만 그 사이에
도 용변이나 음수 등의 행위와 취업중의 어떠한 돌발적인 원인에서
소위 반사적인 행위에 의해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작업이 중단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행위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
지만 그것이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 당해 노동자로서는 피할 수 없
는 행위 내지는 통상 있을 수 있는 행위인 한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뜻 보아 생리적 필요행위 또는 반사적 행위로 보이는 것
이라도 그것이 당해 노동자의 자의적인 행위 또는 다른 사적인 목적
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당해 행위가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업장의 작업관리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지만, 특히 자의와 사적목적에서 나왔다
고 보아야 할 사정이 적극적으로 출현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업
무에 부수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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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에 따르는 필요행위 또는 합리적 행위 중
노동자의 행위 내지 행동에는 직접 담당업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사적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사업주의 특별한 명령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업무행위가 되는데 사업주의 적극적인
시인이 없는 경우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합리적인 행위
또는 당해 노동자의 담당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
우에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필요행위 또는 합리적 행위의
판단은 당해 노동자가 놓여 있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주관적 사정은 판단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즉, ｢그러한 객관적 사정
하에서 보통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
다.

라. 작업에 따르는 준비행위 또는 마무리 행위 중
업무상외의 인정에서 업무에는 본래의 업무행위 외에 이것에 부수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업무시작 전의 행위, 기계기구와 작업환경의 정
비 등의 준비 행위와, 업무 후의 기계기구의 정비·반환·작업환경의 정
리· 세면, 손 닦기, 갱의 등의 마무리 행위도 작업에 부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시설 내의 업무에 임하기 위한 출근 또는 업무
를 마친 후의 퇴근은 ｢업무｣와 접속하고 있지만 업무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업무에 통상 부수하는 준비․마무리 행위로 인정된다.

마. 긴급업무 중
노동자가 돌발적인 사고 등의 발생에 의해 본래의 담당업무를 벗어
나 긴급하게 그 사고 등에 대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의 명령이 없던 경우라도 그것이 그 노동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에 한하여 그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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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한마디로 ｢긴급업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돌발적인 사고 등
에는 예를 들면 공장의 화재, 이웃 공장의 폭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러한 모든 것이 긴급업무라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
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틀을 벗어난 노동자
의 행위는 그것이 취업시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업무란 어디
까지나 ｢그 회사의 노동자로서 해야 할 일, 그 회사로서 노동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에 한정되게 된다. 또한 같은 긴급업무에 기인한
재해에서도 그것이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난 것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
에 천재지변시에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긴급업무에
기인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취업시간외의 재해
취업시간외에 노동자는 작업을 벗어나 업무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휴식시간 중과 업무개시전․종업후는 사업장시설 내에서 자
신이 적극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를 이탈한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
면 일반적으로는 사업주는 지휘감독을 행할 여지가 있고 사업주의 지
배가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그 사이는 업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의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적행위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에 기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
무상재해로 인정되지만, 사적행위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
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 휴식시간 중
휴식시간 중은 사업주의 관리하(시설관리하)에 있는 한 일반적으로
는 사업주의 지배하이고, 그 점에는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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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행동이 허용된 것이므로 그 사이의 각각의 행동 그 자체는 사적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휴식시간 중의 행위는 업무부수행위와 동일
시할 수 있는 행위와 그 이외의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업무부수행위
와 동일시되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행위, 합리적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이외의
행위란 캐치볼 등의 적극적인 사적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업무부수행위와 동일시되는 행위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기인성
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특히 시설의 결함 등에
기인하는 등의 적극적 증명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업무상으로 해석하
는 것이 일반적임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적행위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시설의 결함 등에 기인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
기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업장시설의 이용 중
사업장시설의 이용 중, 그 이용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사업장시설에는 직접적으로 업무운용용으
로 제공되는 토지, 건조물, 건물부속기계기구, 용도품, 작업용 설비, 원
재료, 제품 등이 있으며, 노동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는 갱의실,
화장실, 세면소, 식당, 목욕탕, 휴게소, 오락실, 운동설비, 통근전용버
스, 기타의 복리시설, 의료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제 시설의 이용 중,
그 이용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당해 시설(관리)의
상황(결함)에 기인하고 있음이 증명되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
재해가 된다.

다. 사업장시설 내의 행동 중
출근하여 업무개시준비에 착수하기까지의 사이, 업무종료 후의 마
무리를 마치고 퇴근하기까지의 사이에 노동자가 사업장 시설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 동안은 소정 노동시간외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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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한정 안에서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 사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시설
의 결함 등에 기인함이 인정될 때에 업무상으로 인정된다.

3. 사업장시설외의 재해
가. 출장 중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명령에 따라 사업장을 떠나면, 당해 출장명령
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 되돌아갈 때까지의 사이는 포괄적으로 사업
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출장용무의 성질, 내용, 그
회사의 관행 등으로 보아 시인되는 것이라면, 자택에서 자택까지 전부
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게 된다. 또한, 출장 중은 사업주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장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므로 하나 하나의 행위에는 사적인 행위도 있고, 또한 출장
의 성질로 보아서도 여관에 묵거나 그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자택에 있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출장인 이상 당연히 그것에 부수하는 것이며, 먼저 자택에서 자
택까지 전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출장에 따른 당연히 부수되는 행
위도 포함하여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출장자가 적극적으
로 행한 사적행위(예를 들면 술에 취해 싸움을 하거나, 밤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의 결과가 아닌 한, 예를 들어 여관에서 자고 있는 사이
에 화재를 당하다든가, 식중독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출장의 모든 과
정에 전반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업 중의 경우와 같다.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이의 재해는 업무
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출장 도중에 순로에서 벗어나 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업무수행성은 중단되기 때문에 통상의 순로로 되돌
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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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임 도중
노동자의 부임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이므로 노동자가 입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상병 등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노재보험에서 업무상외를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임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성을 인정받
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부임 도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이
하｢부임 도중 재해｣라고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임 도중의 재
해 중 다음의 ①∼④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부임 도중 재해
로 인정된다.
① 새롭게 채용된 노동자가 채용일 이후에 그 채용에 따른 이전(移
轉)을 위해 주소 또는 주거지에서 채용사업장 등으로 향하는(이
하｢신규부임｣이라고 한다) 도중 또는 전근을 명령받은 노동자가
그 전근에 따른 이전을 위해 전근 전의 주거지 등에서 부임지
사업장 등으로 향하는(이하 ｢전근｣이라고 한다) 도중에 발행한
재해일 것.
- 신규부임이란 주거지에서 채용사업장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으로의 주거이동을 전제로 한 이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을 위해 주거지에서 채용사업장 소속의 사택 등으로 향하
는 외에 이전하는 곳의 주거 등의 사정으로 호텔 등으로 향하
는 경우 또는 직접 채용사업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해당할 것.
- 전근이란 주거지 등에서 부임지 사업장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
역으로 전출을 전제로 한 이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을 위해 주거지 또는 부임 전 사업장에서 부임처 사업장 소속
의 사택 등으로 향하는 경우 외에 이전하는 곳의 주거 등의
사정으로 호텔 등으로 향하는 경우 또는 직접 부임지 사업장
으로 향하는 경우가 해당할 것.
② 부임처사업주의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부임이며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부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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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임처사업주의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부임｣이란 다음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정한 구속성을 가진 것. 구체
적이고 일정한 구속성을 가진 것이기 위해서는 부임의 일시
및 방법 등이 일정한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또한
당해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당해 명령을 행한 사업장에서 일반
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전근의 경우에서 부임처사업주로부터 당해 노동자에 대하여
명령이 내려진 경우를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부임
전사업주로부터 명령이 내려진 경우이더라도 사전에 부임처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부임처사업주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취급해도 지장이 없
음.
-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이란 당해 부
임을 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로 및 수단을 말하는 것일 것.
③ 부임을 위해 직접 필요하지 않는 행위 또는 자의적인 행위에 기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④ 당해 부임에 대하여 부임처사업주로부터 여비가 지급되는 경우
일 것.
｢부임처사업주로부터 여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업
내 전근의 경우, 부임전사업주 또는 본사 등에서 여비가 지급된다 하
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과거의 사례 등으로 판단하여 부임처사업주
의 양해하에 지급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할 것.
또한 부임 도중 재해의 보험관계의 처리에 대해서는 부임지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적용하게 된다.

다. 출퇴근 도중
통근(출근, 퇴근)은 노동자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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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성은 없다. 따라
서, 그 사이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
무상 재해로는 말할 수 없다. 통근 도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1973년 12
월 12일부터 통근재해로서 보호되게 되었는데, 노재보험법 제7조제2항
은 통근의 정의 중에 ｢업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부터 통근 도중의 재해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통근재해에서 제외한 규정이다. 노동자의 출퇴근 행위에 대해서
는 업무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
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퇴
근 도중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업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 가지
의 경우가 있다. 통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는 경우의 용무장소와 사업
장 사이를 왕복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의 통근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
한 전용의 교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돌발사고 등에 의해 긴급
용무 때문에 휴가중에 출근을 명령받은 경우이다. 사업장 전용의 교통
기관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의 교통기관은 사업주 소유뿐 아니라 제
3자와 운행계약을 맺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출근 중 또는 퇴근 도중
에 용무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성 여부를 판
단한다.
- 사업주의 업무명령이 있었는가의 여부, 통상의 통근시간, 순로,
방법 등과 현저히 다른 시간, 방법 등에 의할 필요가 있었는가의
여부
- 명시한 업무명령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노동자로서 직
무상 당연히 행할 것이 예상되는 용무인가의 여부
외근노동자의 경우 특정구역을 담당하고 자택에서 직접 왕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택을 출발해서 최초의 용무를 시작할 때
까지, 최후의 용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사이는 출퇴
근 도중으로 간주된다. 또한 돌발적인 사고로 사업주로부터 호출을 받
아 자택에서 현장까지 가는 도중의 경우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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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동경기회, 연회 기타 행사에 출석 중
노동자가 운동경기회와 연회 등 회사 기타의 행사에 출석하고 있을
때의 업무수행성의 유무판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운동경기회
운동경기가 본래의 업무인 노동자 이외의 자에 의한 것이더라도,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추
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a. 운동경기에 따른 재해의 업무상외의 인정에 해당하는 판단요건
운동경기가 노동자의 업무행위 또는 그에 따른 행위로서 행해지고,
또 노동자가 입은 재해가 운동경기에 기인하는 것일 경우에 업무상으
로 인정된다. 운동경기에 따라 발생한 재해이더라도, 그것이 자의의
행위와 업무를 일탈한 행위 등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행위 또는 그에 따른 행위｣란 운
동경기회에서 경기를 하는 등 그 자체가 노동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업무행위임은 물론이고, 업무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준비행위 등
및 기타 출장에 통상 따르는 행위 등 노동계약의 본래 취지에 합당하
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행위｣란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① 운동경기회 출장에 따른 재해
노동자의 운동경기회 출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외적인
운동경기회｣ 또는 ｢사업장 내의 운동경기회｣의 구분별로 다음에 열거
하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대외적인 운동경기회
․ 운동경기회 출장이 출장 또는 출근으로 취급되는 것일 것.
․ 운동경기회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여행비용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고(경기단체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닐 것.
또한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운동경기회에 출장하는 경우, 상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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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형식상 갖추는 데 지나지 않는 때에는 사업주의 편의제공이라고
해석되어 ｢업무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장 내의 운동경기회
․ 운동경기회는 동일 사업장 또는 동일 기업에 소속하는 노동
자 전원의 출장을 의도하여 행해지는 것일 것.
․ 운동경기회 당일은 근무를 요하는 날이고, 출장하지 않는 경
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
② 운동경기의 연습에 따르는 재해
노동자가 행하는 연습에 대하여 상기 ①의 대외적인 운동경기에 열
거하는 요건에 더하여 사업주가 미리 정한 연습계획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일 것. 여기에서 ｢연습계획｣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것
을 의미한다.
- 연습에 걸린 시간, 장소 및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필요할 것.
- 사업주가 미리 인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에게 당해 연습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량이 주어져 있는 것이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일
것.
따라서 연습계획과는 별도로 노동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행하는 운
동은 여기에서 말하는 ｢운동경기의 연습｣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b. 운동경기를 행하는 자의 노동자성의 판단
① 운동경기에 따른 재해에 관한 업무 외 및 통근재해의 인정시에
노동자성의 판단은 종전부터의 노동자성 판단 방법에 근거하여
형식적인 계약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노무제공의 실태와 보수의
노무대상성 및 이에 관련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한다.
② 기업에 소속하여 운동경기를 하는 자(소위 기업 스포츠선수) 중
에는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노동자로서 운동경기를 하는 자나 노
동계약에 의하지 않는 소위 프로계약선수로서 운동경기를 하는
자가 혼재하는 상황이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c. 운용에서의 유의 사항에 대하여
① 상기 a의 ｢대외적인 운동경기회｣란, 예를 들면 노동자가 소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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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장의 대표선수로서 출장하는 사업장간의 대항경기대회
와, 소속하는 기업의 대표선수로서 출장하는 실업단 경기대회
등의 기업간 대항경기대회 외에, 일본대표선수로서 출장하는 올
림픽경기대회 등의 국제적 경기대회와, 각 도도부현 대표선수로
서 출장하는 국민체육대회 등의 전국적 경기대회에 해당하는 것
일 것이다. 또한 ｢사업장 내의 운동경기회｣란 동일사업장과 동
일기업에 소속하는 노동자 등이 출장하는 운동경기회를 말하며,
소위 ｢사내운동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운동경기에 따른 숙박을 요하는 경우의 숙박시설 등의 재해와
주거로부터 경기회장까지의 왕복 등에 따른 재해에 대해서는 출
장 중의 재해와 통근 도중의 재해에 관한 종래의 취급에 의할
것.
2) 연회 기타 행사의 출석
연회, 친목회, 위안여행 등 명칭은 여러 가지이지만, 노동자가 이러
한 행사에 참가하는 기회는 적지 않다. 이 경우 그 행사의 기획, 운영
등이 본래의 직무로 되어 있는 노동자(영업부원의 거래처 접대, 서무
계의 사내행사 주관 등)이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업무수행성이 있
는 경우에서도 그 기간의 하나 하나의 행위는 전부가 모두 ｢업무행위｣
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러한 행사에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를 벗어나 멋대로 행동한 결과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업무수행성은 있어도 업무기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요양 중
노동자가 업무상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있을 때에 새롭게 부상하거
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새로운 부상과 질병은 최초의 업무상 상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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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로 업무기인성이 판단되
게 되는데, 다음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되면 상당한 인과관계, 즉 업
무기인성이 인정된다.
① ｢당초의 업무상의 상병이 생기지 않았으면 (새로운 재해도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사상병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인정되고 또, ｢당초의
업무상의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재해가 생겼
더라도 현재의 사상병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인정된
경우.
② 당초의 업무상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재해는 발생
했을까, 이 재해가 요양 중에 통상 생겨날 수 있는 것 또는 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당초의 업무상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새로운 재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상병
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인정된 경우.
이 ①, ②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고, 최초의 업무상 상병과 관
계없이 생긴 사상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당초의 업무상 상병과 그 요양 중에 업무 이외
의 재해에 의해 가중되거나 더 나빠진 상병, 내지는 업무 이외의 재해
에 의한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중에 자신의 고의에 의해 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예를 들면, 병 등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재해에 기인하는 사상병은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
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정신이상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서 자살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정상인으로서의 의사능력을 잃은 것이므로
자살행위 자체를 판단의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신이상과 심신상실
상태와 업무 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유
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정신
이상과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이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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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의 재해
상기 외에도 재해의 종류는 많다. 예를 들면, 지진, 낙뢰, 태풍, 화산
폭발 등의 천재지변이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재해의 형태가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은 재해는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것이며 업무기인
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런 종류의 재해
는 모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노동자의 취업 중에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나 노동
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이러한 천재지변이 원인인 재해는 천재지변
그 자체가 업무와는 무관계한 자연현상이므로 취업 중에 발생하고 업
무수행성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업무기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
나 작업조건과 사업장의 시설 등에 천재지변시에 재해가 일어나기 쉬
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선이 태풍에 의해 침몰했거나, 눈사태로 산속의 공사합숙소가
무너진 경우, 모두 작업환경에 위험이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
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기 쉬운 업무상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또한 낙뢰에 의한 재해는 역시
천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피재자가 일부러 낙뢰를 초래하는 일
을 하지 않은 한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낙뢰의 성질상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고,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이면 그 업무의 성질로 보아 태풍 등
의 천재가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
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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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의 폭행에 의한 재해
노동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원한을 사서 동료 노동자 등의 타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타인이
고의로 폭행을 하여 부상을 입게 했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업무
기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
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고의로 인한 폭행이 있어도 업무
기인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 재해의 성질로 보아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된다.
① 가해행위가 명백히 업무와 관련한 것인가.
재해발생의 경위나, 피재자의 직무내용과 성질이 타인의 반발이나
원한을 사기 쉬운 것인가의 여부.
② 재해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의 사실과 가해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
언뜻 보아 산재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
해자의 사적인 원한에 의한 것도 있고, 가해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업
무상의 사실과 시간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는 때에는 사적인 원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회사에서 업무 중에 가해를 입은 때에
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고, 업무 외의 사적인 생활 중에 가해를 입
은 경우는 사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소
위

싸움 은 업무상의 사실도 사적인 원한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은 업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기타의 사유로 인한 재해
업무수행성(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이 인정
되는 경우이더라도 업무와는 관계없는 위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사
례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자동차 왕래가 심한 도로에 면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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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트럭이 뛰어들었다거나, 이웃한 화약공장이 폭발한 경우에는 직
접의 위험은 그 사업에는 없어도 역시 업무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 된다.

라. 원인불명의 재해
이는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 가끔 있는 것인데 이러한 때에는 업
무수행성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어
긋나지 않는 한 합리적이며, 업무기인성도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성조차도 불명인 경우에는 업무기
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불명｣이란 재해
(생긴 일)의 원인이 불명확한 것으로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불명확
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
기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노기법 제75조의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의 노기칙별표 제1의2 및 이에
근거한 고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35조(업무상의 질병의 범위)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은 별표 제1의2에 열
거하는 질병으로 한다.
별표 제1의2(제35조 관계)
一.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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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물리적 인자에 의한 다음에 열거하는 질병
1.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안부질환 또는 피부질환
2.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망막화상, 백내장 등의 안질
환 또는 피부질환
3.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4.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5.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급성방사선병, 피부창상
등의 방사선피부장해, 백내장 등의 방사선안질환, 방사선폐염, 재성불
량성빈혈 등의 조혈장해, 골괴사 기타 방사선장해
6.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의한 잠함병
또는 잠수병
7. 기압이 낮은 장소에서의 업무에 의한 고산병 또는 항공감압
병
8.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에 의한 열사병
9.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에 의한 열상
10.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에
의한 동상
11. 현저하게 소음을 내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난청 등 귀
의 질환
12. 초음파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손가락 등의 조직괴사
13. 1부터 12까지 열거한 것 외에, 이러한 질병에 부수한 질병,
기타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기인함이 명백한 질병
三.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 양상에 기인하는 다음에 열거
하는 질병
1. 과격한 업무에 의한 근육, 힘줄, 뼈 또는 관절질환 또는 탈장
2.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자연
스러운 작업자세에 의해 행하는 업무, 기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
는 작업에 의한 요통
3. 삭암기, 제초기 등의 기계기구의 사용에 의해 신체에 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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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업무에 의한 손가락, 전완 등의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또
는 운동기 장해
4. 천공(穿孔), 인쇄, 전화교환 또는 속기업무, 금전등록기를 사
용하는 업무, 방아쇠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기타 상지에 과도한 부담
을 주는 업무에 의한 손가락의 경련, 손가락, 전완 등의 힘줄, 건초(腱
鞘) 또는 건주위의 염증 또는 경견완증후근
5. 1부터 4까지 열거한 외에, 이러한 질병에 부수한 질병, 기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양상의 업무에 기인함이 명백한 질병
四. 화학물질 등에 의한 다음에 열거하는 질병
1.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단체 화학물질 및 화합물(합금을
포함)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질병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2. 불소수지, 염화비닐수지, 아크릴수지 등의 합성수지의 열분
해생성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
증 등의 호흡기질환
3. 그을음, 광물유, 칠, 타르, 시멘트, 아민계의 수지경화제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피부질환
4. 단백분해효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피부염, 결막염 또는
비염,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5. 목재의 분진, 동물 털, 먼지 등을 날리는 장소에서 업무 또
는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6. 면사방직 등의 분진을 날리는 장소에서의 업무에 의한 호흡
기질환
7.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낮은 장소에서의 업무에 의한 산소결
핍증
8. 1에서 7까지 열거한 외에, 이러한 질병에 부수하는 질병, 기
타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기인함이 명백한 질병
五. 분진을 날리는 경우의 업무에 의한 진폐증 또는 진폐법(1960년
법률제30호)에 규정하는 진폐와 합병한 진폐법 시행규칙(1960년 노동
성령 제6호)제1조 각호에 열거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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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한 다음에 열거하는 질병
1. 환자의 진료 또는 간호업무 또는 연구, 기타 목적으로 병원
체를 취급하는 업무에 의한 전염성질환
2. 동물 또는 그 사체, 동물의 털, 가죽, 기타 동물성 물건 또는
헌옷 등의 고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의한 브르셀라병, 탄소병 등의 전
염성질환
3. 습지에서의 업무에 의한 와일병 등의 레프토스피라증
4. 옥외에서의 업무에 의한 충병
5. 1에서 4까지 열거한 외에, 이러한 질병에 부수하는 질병, 기
타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노출되는 업무에 기인함이 명백한
질병
七. 암원성물질 또는 암원성인자 또는 암원성공정에서의 업무에 의
한 다음에 열거하는 질병
1. 벤지진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요로계 종양
2. 베타나프치라민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요로계 종양
3. 4-아미노지페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요로계 종양
4. 4-니토로지페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요로계 종양
5. 비스(크로로메틸)에틸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폐암
6. 벤조트리크로라이드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폐암
7.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폐암 또는 중피종
8.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백혈병
9.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간혈관육종
10.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백혈병, 폐암, 피부암,
골육종 또는 갑상선암
11. 오라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업무에 의한 요로계 종양
12. 마젠타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업무에 의한 요로계 종양
13. 코크스 또는 발성로가스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업무에 의
한 폐암
14. 크롬산염 또는 중크롬산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업무에
의한 폐암 또는 상기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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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니켈의 제련 또는 정련을 하는 공정에서의 업무에 의한 폐
암 또는 상기도암
16. 비소를 함유하는 광석을 원료로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을
하는 공정 또는 무기비소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업무에 의한
폐암 또는 피부암
17. 그을음, 광물유, 타르, 피치, 아스팔트 또는 파라파인에 노출
되는 업무에 의한 피부암
18. 1에서 17까지 열거한 외에, 이러한 질병에 부수하는 질병,
기타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또는 암원성 공
정의 업무에 기인함이 명백한 질병
八. 전 각 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질병
九. 기타 업무에 기인함이 명백한 질병
노동자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은 사고로 인식되는 돌발적인 사건
만이 아니라 노동조건, 작업상태, 작업환경 등에 포함되는 유해한 원
인으로 그것에 서서히 영향을 받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리는 것까
지 포함하여 지극히 여러 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부상과 질병은
그것이 업무에 기인하는 것인 한 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해야만 한다.
업무상 질병 중에는 재해로 인해 생기는 질병과 같이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그것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지만,
병에 걸린 자신도 발병의 원인이 자신의 업무에 있다는 의심조차 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업무에 원인이 있다는 추측에 의해 재해
보상청구에 이르러도 그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
거나 또는 그 입증에 커다란 부담을 동반하는 것도 많다. 이러한 것
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
에 노기칙별표 제1의2에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노기칙별표 제1의2에는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외에 특정의
유해인자를 포함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당해 업무에 기인하여 발

17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병할 수 있음이 의학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유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또한 장래에 이와 같은 질병
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8호에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
는 질병｣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9호에 ｢기타 업무에 기인함이 명확한
질병｣을 마련하여 각각의 사례에 직접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인정된
질병을 보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방법에 의해 업무
상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구체
적으로 열거된 질병 및 제8호에 근거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질
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므
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특단의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의 것으로 인
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원인
또는 조건이 경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의의 조건의 하나로 노동 또
는 업무가 개재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히 이와 같은 조건관계가 있다는 사실로 즉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처음으로 업무상질병으
로 취급되어야 한다.
업무상질병의 인정에서 이상과 같이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이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업무수행성
업무상질병이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 업무기인성이 업무수
행성을 제1차적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상부상 등의 경
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업무상질병의 경우에서 업무수행성은 ｢노
동자가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로 정
의된다. 즉, 업무상질병은 노동자가 노동장소에서 업무에 내재하는 여
러 가지 유해인자에 조우(노출)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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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업무수행성이 된다.
단, 이 업무수행성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
서 질병이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
는 상태에서 유해인자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
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도 그 발
병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당해 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경우에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당해 질병과 업무
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나. 업무기인성
업무상질병의 발병형태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유해인자가 노
동자에게 접촉하거나 침입 등에 의해 질병 발병원인이 형성되는 것이
므로 발병은 그 위험이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기인성
이란 업무와 발병원인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발병원인과 결과적인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이중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인과관계는 단순한 조건관계 내지는 관여가 아니라, 업무가 발병원인
의 형성에 또 그 발병원인이 질병형성에 각각 상대적으로 유력한 역
할을 했다는 의학적인 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에
게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노동장소에서 유해인자의 존재,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조건 및 발병의 경과 및 발병상태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기인성이 긍정된다.

2.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노기칙별표
제1의2 및 이것에 근거한 고시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각 질병에 대
한 발병조건 등을 모두 상세히 법문화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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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의 진전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위하여 일정한 유형을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해석 또는 운용에서 필요한 내용, 즉 이
규정에서는 명확히 되지 않은 발병조건 등을 후생노동성 노동국장이
행정통달의 형식으로 명시한 것이 ｢인정기준｣이다. 이 인정기준은, 각
질병에 대하여 현재의 의학적 지식을 집약하고 당해 질병과 업무의
관계에 대하여 유해인자와 그 노출기간 및 이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
의 형태, 경과 등을 나타낸 것이다.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으로
간주된다. 인정기준은 그 설정되어 있는 유해인자별 질병의 업무기인
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의 집약이다. 따라서 인정기준의 요건과는
다른 형태로 발병하는 질병을 반드시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
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
과관계의 존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으로
취급된다.
또한 인정기준은 현재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업무기인성의 긍
정요소를 집약하여 기준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기준이 나타내고 있지 않는 질병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별로 업무기인성의 유무판단이
내려진다.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로 업무상질병으로 취급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
고 있는 질병이더라도 당해 질병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다른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업무 이외의 원인이 주요 원인임이 입
증되는 경우 등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된다.

3.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은 노기칙별표 제1의2제1호에 규정되어 있
는데,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재해성 질병 중에는 가장 많은 사례를 낳는 질병이다. 동호에는 업무
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제1차적으로 발병한 질병(원질환)과, 원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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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2차적으로 발병한 ｢속발병｣, 또는 이러한 질병이 생김으로 인해
파생된 ｢합병증｣이 포함된다.
또한 각각 사례에 대해서는 그 재해발생 상황 등에 관한 사실인정
과 질병발병 시기, 증상 경과, 임상 제 검사결과 등에 의한 의사의 의
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가
어떤가를 결정하게 된다. 부상의 부위에서 보아 당해 부상에 연결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의 일반적인 관련은 다음과 같다.
① 두부안면부의 부상에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는
뇌졸중, 외상성간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② 흉부의 부상에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는 혈흉,
기흉, 외상성 흉막염 등을 주로 생각할 수 있다.
③ 복부의 부상에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는 탈장,
복막염 등이 있다.
④ 사지의 부상 후에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는 골
수염, 골막염, 신경마비 등이 있다.
⑤ 척추 및 척수의 외상에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는 요로장해, 욕창 등이 있다.
⑥ 기타에도, 부상에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는 파
상풍, 패혈증 등이 있다.

4.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업무상질병은 노기칙별표 제1의2제2
호에서 제9호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가.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질병
노기칙별표 제1의2제2호의 ｢물리적인자에 의한 질병｣은 비전리방사
선(마이크로파를 포함하는 유해광성), 전리방사선, 이상기압, 이상온도
조건, 소음, 초음파 기타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질병을 열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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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호의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제3호의 ｢신체에 과
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에 기인하는 질병｣ 및 제7호의 ｢직업암｣
중 물리적 인자에 의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에 기인하는 질병
노기칙별표 제1의2제3호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에
기인하는 질병｣은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취급하는 물건과 그에 관
련한 작업밀도, 작업자세, 신체 국소에 가해지는 부하 등, 소위 ｢인간
-기계(물건)｣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을 열거한 것이다.
이 질병으로는 ① 무겁고 과격한 업무에 의한 근육, 힘줄, 뼈 또는 관
절의 질환 또는 탈장, ②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한 요
통, ③ 기계기구의 사용에 의한 진동장해, ④ 상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손가락 경련, 손가락, 전완 등의 힘줄, 또는 힘줄주
변의 염증 또는 경견완증후근 등이 있다.

다.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노기칙별표 제1의2제4호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은 주로 화학
물질(단체, 화합물(합금을 포함한다) 및 혼합물을 말한다)의 화학적
성질에 근거한 유해작용에 기인하는 질병을 열거한 것이다. ｢화학물질
등｣의 ｢등｣에 산소결핍이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한 화합물질 등에 의
한 질병이라도 제7호에 열거하는 ｢직업 암｣에 대해서는 동호에 별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4호의 질병에서는 제외된다.

라.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에 의한 진폐증 또는 진폐와 합
병된 질병
노기칙별표 제1의2제5호의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에 의
한 진폐증 또는 진폐법에 규정하는 진폐와 합병된 진폐법시행규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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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각호에서 열거하는 질병｣은 분진의 흡입에 기인하는 진폐 및 진폐
의 합병증을 말하는 것이다. 진폐는 분진의 흡입에 의해 생긴 선유증
식성 변화를 주체로 하고 이것에 기도의 만성염증성변화, 기종성 변화
를 동반한 질병이며 이러한 질병은 일반적으로 불가역성의 것이다. 진
폐 유소견자에게 보이는 폐기종 및 폐심성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진폐
병 변화가 고도로 진화한 결과 출현하는 것이다.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진폐증｣이란 전술한 바와 같은 진폐 중 요양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진폐의 합병증이란 진폐법에서 ｢진폐와 합병한 폐결핵 기타 진
폐의 발전경과에 따라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
으로 정의하고 있다(진폐법 제2조제1항). 이러한 합병증은 진폐병의
변화를 바탕으로 여기에 외부요인이 가해지는 등에 의해 높은 빈도로
발병하는 질병 등의 진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질병이며, 악화되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 가역성의 것이다.

마.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한 질병
노기칙별표 제1의2제6호의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한 질
병｣은 병원체, 즉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충 및 기생충에 기인하는
감염증 등의 질병을 열거한 것이다.
이러한 병원체의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때에
여러 가지 기회에 음식물과 이미 감염된 환자를 매개로 해서도 감염
되는 것이므로 그 감염기회(시기)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
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질환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사한 업무와 발병(감염)과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업무의 종류와 작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병원체의 감염경로로 보아
당해 업무 또는 작업의 환경적 조건 또는 업무와 작업 그 자체가 감
염에 대하여 현저하게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의학 경험칙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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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정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높은 빈도로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이 제6호에 규정되
어 있다.

바. 암 원성물질 또는 암 원성인자 또는 암 원성공정에서 업무에 의한
질병
노기칙별표 제1의2제7호의 ｢암 원성물질 또는 암 원성인자 또는 암
원성공정에서의 업무에 의한 질병｣은 발암성을 가진 화학물질 또는
전리방사선 또는 발암의 위험이 있는 공정에 기인하는 ｢암｣으로 총칭
되는 질병, 즉 소위 말하는 ｢직업암｣이 규정되는 것이다.
암에 대해서는, 이것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질
병과 마찬가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어야 한다. 암의 업무기인성의 판단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서는 발암의 메커니즘이 해명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직업암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유가
기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① 암은 비특이적 질환이며 그 임상형태와 병리조직 형태로부터 원
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
② 암은 그 원인에 노출되고부터 장기간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노출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것.
따라서 암의 인정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정의 기본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노기칙별표 제1의2제7호 또는
1981년 노동성고시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암에 대해서는 원발부
위, 노출조건 등을 검토하여 업무기인성의 판단을 한다. ② 전기한 ①
의 직업암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의 확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동물실험에 의한 연구, 면학적 연구, 증례보고 등으로부터 사람에 대
한 암원성이 시사되어 있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을 입은 자의 암에 대
해서는 개별의 전문적 검토에 의해 업무기인성의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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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질병
노기칙별표 제1의2제8호의 ｢전 각호에서 열거하는 외에 후생노동대
신이 지정하는 질병｣은 새로이 업무상의 질병을 고시에 의해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즉,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에 의해
앞으로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산업의학의 진보에 의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여겨져 제8호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동 별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지 않는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서 노기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후생노동대신이 수시로 지정하는
간이적 절차에 의해 구체적 열거 규정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
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본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질병으로 ｢초경
합금의 분진에 의힌 기관지폐질환｣, ｢아연황 또는 황연을 제조하는 공
정에서의 업무에 의한 폐암｣ 또는 ｢지아시진에 노출되는 업무에 의한
요로계종양｣이 있다.

아. 기타
노기칙별표 제1의2제9호의 ｢기타 업무에 기인함이 명확한 질병｣은
이상 1∼7에 열거되어 있는 질병 이외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규정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는 ① 노기칙별표 제1의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는
질병의 원인인자 이외의 업무상의 유해인자에 의해 생기는 질병, ②
유해인자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질병, ③ 사병
인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업무에 의해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현
저하게 나빠지고 발병했다고 인정되는 질병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증환 등 진폐증에 합병된 폐암, 정신
장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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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증환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증환 등(이하, ｢뇌․심장질환｣)은 원래 노동
장소에서 특정한 위험유해인자에 기인하여 생기는 직업성질병과는 본
질적으로 달리, 업무 이외의 원인에 의해 그 많은 수가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다. 뇌혈관질환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등이 있고,
허혈성심질환 등에는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마비(돌연사 포함), 해리
성대동맥류(解離性大動脈瘤) 등이 있다. 진폐증에서 엑스선사진영상
및 폐기능 검사결과 또는 납중독에서 혈중 납의 양, 요중 납의 양 등
과 같이 인정상의 비교적 명확한 지표를 나타낼 수 없는 점에 이 질
병의 인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뇌․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의 위험․촉진인자로 많은 것이 지적
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은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인이다.
예를 들면, 고혈압증과 동맥경화의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
에 따라서는 모든 기회를 취하여 뇌출혈을 발병할 위험이 있고, 또한
심장의 관상동맥경화가 형성되면 활동기나 안정기를 불문하고 심근경
색 등의 허혈성심증환을 발병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질병
은 그것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라도 그것만으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잔업이 연속되는 중에 발병한 것이라도
직접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쩌다 업무중이라
는 기회에 발병한 것으로 간주되는 케이스가 많고, 그 발병원인의 한
가지로 업무가 단순한 기회원인으로 인정되는 데 지나지 않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가 뇌․심장질환 발병의 상대적으로 유력
한 원인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으로 취급되는 것인데 후
생노동성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증환 등(부상에 기인하는 것
을 제외한다)의 인정기준에 대해서｣(2001년12월12일자 기발제1063호)
를 정하여 뇌․심장질환의 업무상외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 인정기준
에서는 다음의 ①②③의 업무에 의해 명확하게 과중부하를 받음으로
인해 발병한 뇌․심장질환은 노기칙별표 제1의2제9호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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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병직전부터 전날까지의 사이에 발생상태를 시간적 및 장소적
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사건에 조우한 것(이상사건).
이상사건에 조우했는가의 판단기준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첫째,
정신적부하(精神的負荷)로,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의 강도
높은 정신적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곤란한 이상사태이다.
예를 들면, 업무에 관련한 중대한 인신 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
해서 현저한 정신적부하를 받은 경우이다. 둘째는 신체적부하로 긴급
의 강도 높은 신체적부하를 받게 하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사태
이다. 예를 들면, 사고발생에 따라 구조활동이나 사고처리를 해서 현
저한 신체적 부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셋째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고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이다. 예를 들면, 옥외작업 중, 매우
더운 작업환경하에서 수분보급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상태나 온도차가
있는 장소로 빈번하게 출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발증직전부터 전일까지이다. 또 과중 부하의 유무의
판단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조우하
는 것이 드문 사고 또는 재해로 그 정도가 극심한가이다. 둘째, 기온
의 상승 또는 저하 등의 작업환경의 변화가 극심하고 현저한가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이들 사건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부하가 현저
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②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서 특히 과중한 업무에 취로한 것(단시간
의 과중업무).
일상업무와 비교해서 특히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부하를 발생시켰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로 평가기간은 대략적으로 발증 전 1
주간이다. 특히 과중한 업무에 취로했다고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작
업량,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부하요인을 고려하여 동료노동
자 또는 동종노동자에게도 특히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부하로 인정되
는가 하는 관점에서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동료
노동자 등이라 함은 뇌심질환을 발증한 노동자와 동 정도의 연령, 경
험 등을 가지는 건강한 상태의 사람 외에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상업무를 지장 없이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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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발증과의 시간적 관련성은 첫째로 발증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업무가 특히 과중했는가이고, 둘째로 발증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업무가
특히 과중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발증 전 대략 1주간 이내에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업무와 발증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업무가 특히 과중했는가를 판단
한다.
③ 발병 전의 장기간에 걸쳐서 현저하게 피로의 축적을 시키는 특
히 과중한 업무에 취로한 것(장기간의 과중업무).
여기에서 말하는 ｢과중부하｣란 의학경험칙에 비추어 뇌․심장질환
의 발병의 기초가 되는 혈관병 변화 등을 그 자연경과(연령의 증가,
일반생활 등에서 생체가 받는 통상적인 요인에 의한 혈관병변화 등의
형성, 진행 및 증악의 경과)를 넘어서 현저하게 증악시킬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하를 말하는 것이며 상기 ①②③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다.
ⅰ) 이상사건
이상사건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①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의 강도의 정신적 부하를 일
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이상사태｣, ② ｢긴급하게 강도
의 신체적부하를 강요받는 돌발적 또는 예측이 곤란한 이상사
태｣, ③ ｢급격하고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한 이상사건과
발병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통상 부하를 받고 나서 24시간 이내
에 증상이 출현한다고 하는 점에서 발병직전부터 전날까지의 사
이를 평가기간으로 하는 것이다.
ⅱ) 단기간의 과중업무
｢특히 과중한 업무｣란 일상업무(통상적인 소정 노동시간 내의 소정
업무내용을 말한다)에 비교하여 특히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부하를 생
기게 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말하며, 특히 과중한 업무에
취로했다고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량, 업무내용, 작업환
경 등을 고려하고, 동료노동자 또는 동종노동자에게도 특히 과중한 신
체적, 정신적부하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

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183

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인정기준에서는 업무의 과중성의 평가를 하는데 부하요인
또는 각 요인별로 평가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
병에 근접한 시기의 업무의 과중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의학적으로
발병 전 대략 1주일간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에서 ① 발병직전
부터 전날까지의 사이, ② 발병직전부터 전날까지 사이의 업무가 특히
과중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병 전 대략 1주일을 평가기준
으로 한다.
ⅲ) 장기간의 과중업무
항시적인 장시간노동 등의 부하가 장기간에 걸쳐서 작용한 경우에
는 ｢피로의 축적｣이 생겨 이것이 혈관병변화 등을 그 자연경과를 초
과하여 현저하게 증가시켜 그 결과 뇌․심장질환을 발병시키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발병과의 관련성에서 업무의 과중성을 평가
할 때에는 발병시의 피로축적이 어느 정도였나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
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과중한 업무의 평가방법은 단기간의 과중부하의 경
우와 마찬가지인데 그때 피로의 축적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생각되는 노동시간에 착목하면, 그 시간이 길수록 업무의 과중성이
증가하며, 구체적으로는 발병일을 기점으로 한 한 달 단위의 연속기간
을 보고 ① 발병 전 1개월 내지 6개월간에 걸쳐서 1개월당 대략 45시
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약하지만, 대략 4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노동 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서서히 강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② 발병 전 1개월을 대략 100시간 또는 발병 전 2개월 내지 6
개월간에 걸쳐서, 1개월당 대략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이 인정
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외노동시간 수는 1주일
당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한 시간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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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요인별 부하(負荷) 정도를 평가하는 시점
부하요인

요인별 부하(負荷)정도를 평가하는 시점

노동시간(단기 발증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사이에 과도한 장시간노동이 인정
간의 과중업무 되나, 발증 전 대략 1주간 이내에 계속된 장시간노동이 인정
의 경우)
되거나 휴일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불규칙한 근무

예정된 업무스케줄의 변경의 빈도․정도, 사전의 통지상황,
예측의 정도, 업무내용의 변경 등

구속시간 수, 실 노동시간 수, 노동밀도(실 작업시간과 대기
구속시간이 긴
시간의 비율), 업무내용, 휴식, 가면(假眠)시간 수, 휴식․가
근무
면(假眠)시설의 상황(넓이, 환기, 소음) 등
출장중의 업무내용, 출장(특히 시차가 있는 해외출장)의 빈
출장이 많은 업 도, 교통수단, 이동시간 및 이동시간 중의 상황, 숙박의 유
무, 숙박시설의 상황, 출장 중 수면을 포함한 휴게․휴식의
무
상황, 출장에 의한 피로회복 등
교대제근무․심 근무교대의 변경 정도, 근무와 다음근무의 시간, 교대근무의
야제 근무
심야시간대의 빈도 등
한냉의 정도, 방한의류의 착용상황, 일 연속 작업시간 중의
온도환경 채난(採暖)상황, 더위와 추위의 교차 노출상황, 심한 온도차
가 있는 장소의 출입상황
작업
환경
대략 80㏈을 넘는 소음의 정도, 그 노출시간․기간, 방음보
소 음
호구의 착용상황 등
시 차

5시간을 넘는 정도의 시차정도, 시차에 따른 이동의 빈도

자료 : 후생노동성.

<표 5-2>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업무
구체적인 업무
일
상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
적 산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업무
긴
장
업
무

부하정도를 평가하는 시점

위험성의 정도, 업무량(노동시간, 노동밀
도), 취업시간, 경험, 적응능력, 회사의
생명이나 타인의 인생을 좌우할 지원,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조치
를 하는 업무
위험회피책임이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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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의 계속
구체적인 업무

부하정도를 평가하는 시점

극히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위험성의 정도, 업무량(노동시간, 노동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도), 취업시간, 경험, 적응능력, 회사의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 지원,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
일 무
상 과대한 목표(노르마)가 있는 업 목표의 내용, 곤란성․강제
성, 벌칙의 유무
적 무
저해요인의 크기, 달성의
곤란성, 벌칙의 유무, 납기 업무량(노동
변경의 가능성
시간, 노동
밀도), 취로
고객의 위치, 손해의 정도,
시간, 경험,
노사분쟁 해결의 곤란성
적응능력,
주의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 업무의 곤란, 사내에서의 회사의 지원
황하에서는 곤란한 업무
입장

정해진 시간(납기)대로 수행하지
긴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업무
장
업 고객과의 큰 충돌이나 복잡한
무 노사분쟁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복잡곤란한 신규사업, 회사의 재 프로젝트의 입장, 실행곤란
건을 담당하는 업무
성
노동재해로 큰 부상을 당하거나 피재의 정도, 후유증 유무, 사회복귀의
병에 걸렸다
유무

발
중대한 사고나 재해의 발생에
증
직접 간여
에
비참한 사고나 재해의 체험(목
근
격)
접
한 중대한 사고(사건)에 관한 책임
시
업무상 중대한 실수
기
의 목표달성 실패
사
건 이동(전근, 배치전환, 출향)
상사, 고객간 충돌이 있었다
자료 : 후생노동성.

사고의 크기, 가해의 정도
사고나 재해의 정도, 공포감, 이상성의
정도
사고(사건)의 내용, 책임의 정도, 사회적
반향의 정도, 벌칙의 유무
실패의 정도, 손해의 정도, 벌칙의 유무
목표의 내용, 달성의 곤란성, 강제성, 달
성률의 정도, 벌칙의 유무
업무내용이나 신분의 변화, 이동이유,
불이익의 정도
충돌발생시의 상황,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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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신장해
업무에 의한 심리적부하(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정신적 장해가 되거
나 자살했다고 해서 노재보험에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
응하기 위해서 후생노동성은 ｢심리적부하에 의한 정신장해등에 관한
업무상외의 판단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심리적 장해는 ① 사고나 재
해의 체험, 업무의 실패, 과중한 책임의 발생 등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② 자신의 금전이나 가족관계 등에 의한 심리적 부담, ③ 정신
장해의 기왕증 등의 개체측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업무상외의 판단은 ① 정신장해 발병의 유무, 발병시기 및
질환명의 확인, ②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의 강도 평가, ③ 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하의 강도 평가, ④ 개체측 요인의 평가에 관하여 구
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음의 판단 요건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 즉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정신장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취급한다.
<표 5-3> ICD-10 제Ⅴ장 ｢정신 및 행동의 장해｣ 분류
분류

정신 및 행동장해

F0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器質性) 정신장해

F1

정신작용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의 장해

F2

정신분열증, 분열병형장해 및 망상성 장해

F3

기분(감정)장해

F4

신경성장해

F5

생리적 장해 및 신체적 요인에 관련한 행동증후군

F6

성인의 인격 및 행동의 장해

F7

지적장해(정신지체)

F8

심리적발달의 장해

F9

소아(아동)기 및 청년기에 통상 발증하는 행동 및 정서의 장해, 상세불
명의 정신장해

자료 :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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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판단지침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신장해를 발병하고 있을 것.
즉, 원칙적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0회 수정(ICD-10) 제Ⅴ장 ｢정신
및 행동의 장해｣에 분류된 정신장해이다. 주로 업무가 관련될 가능성
이 높은 정신장해는 우울병등기분(감정)장해, 중도 스트레스반응 등
스트레스 관련 장해이다.
둘째, 판단지침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해의 발병 전 개략 6개월간에
객관적으로 당해 정신장해를 발병시킬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의한 강
한 심리적 부하가 인정될 것.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의 직장에서의 심리적
부하 평가표를 사용해서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의 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에서 종합평가가 ｢강｣으로 인정되면 정신장해를 발병
시킬 가능성이 있는 심리적 부하로 평가한다.
<표 5-4> 직장에서의 심리적 부하 평가표
(1) 평균적인 심리적부하의 강도
사건의
유형

구체적인 사건

심리적부하의
강도
Ⅰ

1.

사고나 큰 병이나 상해
재해의
체험
비참한 사고나 재해
의 체험(목격)

교통사고(중대한 인신
사고, 중대사고)를 일
2. 업무의 으켰다
실패, 과
노동재해(중대한 인신
중한 책
사고, 중대사고)의 발
임의 발
생에 관여했다
생 등
회사의 중대한 업무에
실패했다

Ⅱ

(2) 심리적부하의 강도를
수정하는 시점
수정시의 착안 사항

Ⅲ
☆

피재의 정도, 후유장해
의 유무․정도, 사회복
귀의 곤란성
사고나 피해의 크기, 공
포감, 이상성의 정도 등

☆

☆

사고의 크기, 가해의 정
도, 처벌의 유무

☆

사고의 크기, 가해의 정
도, 처벌의 유무

☆

실패의 크기, 중대성, 손
해의 정도, 벌칙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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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의 계속
(2) 심리적부하의 강도를
수정하는 시점

(1) 평균적인 심리적부하의 강도
사건의
유형

심리적부하의
강도

구체적인 사건

Ⅰ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2.

업무의
실패, 과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중한 책
임의 발
신규사업의 담당이 되
생등
었다, 회사의 재건담당
이 되었다.
고객과 충돌이 있었다

Ⅱ
☆

사고의 내용, 관여나 책임
의 정도, 사회적 반향의
크기, 벌칙의 유무

☆

목표의 내용, 곤란성․강
제성․달성률의 정도, 벌
칙 유무, 납기의 변경가능
성등

☆

프로젝트 내에서의 입장,
곤란성의 정도, 능력과 업
무내용의 갭
고객의 위치, 회사에 미친
손해, 정도 등

☆

업무의 곤란성, 능력․경
험과 업무내용의 차이

업무내용․질의 변화
근무․구속시간이
3. 업무의 기화
양과 질
근무형태의 변화
의 변화

장

☆

변화의 정도 등

☆

교대제근무, 심야근무 등
변화의 정도 등

업무의 속도, 활동의
변화

☆

변화의 정도, 강제성 등

직장의 OA화가 진전

☆

연수의 유무, 강제성 등

퇴직 강요
4.

수정시의 착안 사항

Ⅲ

☆

해고 또는 퇴직강요의 경
과 등, 강요의 정도, 대상
조치의 내용 등

☆

재적․전적별, 출향의 이
유․경과, 불이익의 정도 등

좌천

☆

좌천의 이유, 신분․직종․
직제의 변화의 정도 등

업무상의 차별, 불이익

☆

차별, 불이익의 정도 등

신분의
출향(전출)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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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의 계속
(1) 평균적인 심리적부하의 강도
사건의 유형
구체적인 사건

심리적부하의
강도
Ⅰ

Ⅱ

(2) 심리적부하의 강도를
수정하는 시점
수정시의 착안 사항

Ⅲ

전근

☆

직종, 직무의 변화정도,
거주이전의 유무, 단신부
임의 유무

5. 역할․지위 배치전환
등의 변화
자신의 승격․승진

☆

직종, 직무의 변화정도,
합리성의 유무

6. 대인관계의
충돌

☆

직무․책임의 변화 등

부하가 줄었다

☆

업무의 변화의 정도 등

부하가 늘었다

☆

교육․지도․관리의 부담
의 정도

섹셜허래스먼트를
당했다

☆

섹셜허래스먼트의 내용,
정도

상사와 충돌했다

☆

충돌의 정도, 따돌림의 내
용, 정도

동료와 충돌했다

☆

충돌의 정도, 따돌림의 내
용, 정도

부하와 충돌했다

☆

충돌의 정도, 따돌림의 내
용, 정도

자신을 이해해 주
던 사람이 이동되
었다

☆

7. 대인관계의 상사가 바뀌었다
변화
후배가 먼저 승진
했다
동료의 승진․승격
이 있었다

☆
☆
☆

(3) 사건에 따른 변화 등을 검토하는 시점
사건에 따른 문제, 변화에의 대처 등
◦ 업무의 양(노동시간 등)의 변화
- 소정 외 노동, 휴일노동의 증가의 정도
- 업무밀도의 증가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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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의 계속
◦ 업무의 질․책임의 변화
- 업무의 내용․책임의 변화의 정도, 경험, 적응력 등과의 관계
◦ 업무의 재량성의 결여
- 타율적인 노동, 강제성 등
◦ 직장의 물적․인적 환경의 변화
- 소음, 온도, 습기, 한냉 등의 변화의 정도
- 직장내 인간관계의 변화
◦ 회사가 취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실시 시기 등
- 호소에 대한 대처, 배려의 상황 등
◦ 기타(1)의 사건에 파생하는 변화
종합평가
약

중

강

주 : (1)의 구체적인 사건의 평균적인 심리적부하의 강도는 ☆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 강도는 평균치이다. 또 심리적부하의 강도 Ⅰ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심리
적 부하로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정도의 심리적 부하, 심리적부하의 강도
Ⅲ은 일생 중 드물게 경험하는 강한 심리적 부하로 심리적 부하의 강도 Ⅱ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심리적 부하이다.
(2)의 ｢심리적부하의 강도를 수정하는 시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태, 발생한
경위 등을 파악한 후에 ｢수정하는 착안점｣에 따라서 평균적인 심리적부하의
강도를 보다 강하게 또는 보다 약하게 평가하기 위한 시점이다.
(3) ｢사건에 따른 변화 등을 검토하는 시점｣은 사건에 따른 변화 등이 그 후에
어느 정도 지속, 확대 또는 개선했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시점이
다. 각 항목은 (1)의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각각 평가된다.
종합평가는 (2) 및 (3)의 검토를 거쳐 심리적부하의 총체가 객관적으로 봐서
정신장해를 발병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심리적부하인가에 관해서 평가된
다.
자료 : 후생노동성.

이상의 평가에서 종합평가가 ｢강｣일 경우는 정신장해를 발병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심리적부하라고 평가한다. 강으로 평가하는 것
은 다음의 경우이다. ① (2)난에 근거해서 수정된 심리적부하의 강도
가 Ⅲ으로 평가되는 사건에 직면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따른 변화 등
에 관한 심리적부하가 상당정도 과중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②
(2)난에 근거해서 수정된 심리적부하의 강도가 Ⅱ로 평가되는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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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따른 변화 등에 관한 심리적부하가 특히
과중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상당정도 과중｣이라 함은 동종의 노
동자와 비교하여 업무내용이 곤란하고, 업무량이 과대한 것 등이 인정
되는 상태이다. ｢특히 과중｣하다 함은 동종의 노동자와 비교하여 업
무내용이 곤란하고, 항상 장시간 노동이 인정되고 동시에 과대한 책임
의 발생, 지원․협력의 결여 등 곤란한 상황이 인정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기와 관계없
이 종합평가를 강으로 할 수 있다. ① 생사에 관계되는 사고에 조우
하는 등 심리적부하가 극도의 경우, ② 업무상 상병에 의해 개략적으
로 6개월을 넘는 기간에 걸쳐 요양중의 자에 관해서 병상이 급변해
극도의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 등 상기 ①에 준하는 극도의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는 경우, ③ 극도의 장시간의 노동, 예를 들면 수주간에 걸
쳐 생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면을 확보할 수 없는 정도의 장
시간의 노동에 의해 심신의 극도의 피폐, 소모를 초래하고 그 자체가
우울증 등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직장
외의 심리적부하를 평가한다.
<표 5-5> 직장 외의 심리적 부하 평가표
사건의 유형

구 체 적 사 건

심리적부하의
강도
Ⅰ

1. 자신의 사건

Ⅱ

Ⅲ

이혼 또는 부부가 별거했다

☆

자기가 중한 병이나 부상 또는 유산을 했다

☆

자기가 병이나 부상을 했다

☆

부부의 불화가 있다

☆

자기가 임신했다

☆

정년퇴직했다

☆

배우자와 자식, 부모 또는 형제가 사망했다

2. 자기 외의 가
배우자나 자식이 중한 병이나 부상을 당했다
족․친족의 사
친척 중 누군가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한
건
사람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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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의 계속
사건의 유형

구 체 적 사 건

심리적부하의
강도
Ⅰ

친척과의 사귐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불쾌한
경험이 있다
가족이 약혼을 하거나 그 이야기가 구체화
되었다
2. 자기 외의 가
자식의 입시․진학이 있거나 또는 애가 수
족․친족의 사
험공부를 시작했다
건
부자간의 불화, 자식의 비행이 있었다

Ⅱ
☆

☆
☆
☆

가족이 늘었다(자식이 태어났다) 또는 줄었
다(독립해서 집을 떠났다)

☆

배우자가 일을 시작했다. 또는 그만두었다

☆

거액의 재산을 손실하거나 돌연 큰 지출이
생겼다
3. 금전관계

☆

수입이 감소했다

☆

부채상환이 늦어져 곤란했다
주택론 또는 소비자금융을 빌렸다

☆
☆

천재나 화재가 있었다 또는 범죄에 연루되
었다

☆

4. 사건, 사고, 재
집에 도둑이 들었다
해의 체험
교통사고를 냈다
가벼운 법률위반을 했다

☆
☆
☆

소음 등 집 주변의 환경(인간환경 포함)이
악화됐다
이사했다
5. 주거환경의 변
가옥이나 토지를 매매하거나 그 구체적인
화
계획이 있다
가족 이외의 사람(지인, 하숙인 등)이 함께
살게 되었다

6. 타인과의 관계

자료 : 후생노동성.

Ⅲ

☆
☆
☆
☆

친구, 선배에 배반당해서 충격을 받았다

☆

친한 친구, 선배가 사망했다

☆

실연,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

옆집과 충돌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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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체측 요인의 평가는 기왕증, 생활사(사회적응상황), 알코올 등
에 대한 의존증, 성격경향에 고려해서 이것들이 정신장해를 발병시킬
가능성의 정도라고 인정되는가를 검토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적부하, 업무외의 심리적부하 및 개체측 요인과
노동자가 발병한 정신장해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업무에 의한 심
리적부하 이외에는 특단의 심리적부하, 개체측 요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직장의 심리적부하 평가가 강인 경우는 업무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업무에 의한 심리적부하 이외에 업무 이외의 강한 심리적
부하, 현저한 개체측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장의 심리적부하 평가
가 강인 경우라도 이들의 정신장해 발병요인을 검토하여, 업무에 의한
심리적부하가 정신장해 발병에 유력한 원인인가에 관해서 종합 판단
한다.
한편, 노재보험에서는 자살은 기본적으로 보험급부가 행해지지 않으
나 우울 등 기분(감정)장해, 중도 스트레스 관련 장해 등의 정신장해
에서는 그 병태로서 자살염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
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에 의해서 이들의 정
신장해가 발병한 것이 인정된 사람이 자살을 도모한 경우는 ｢정신장
해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식, 행위선택 능력이 현저하게 저해되어 또는
자살행위를 멈추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해되어 있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또 그 밖의
정신장해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자살염원이 나타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신장해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해서 검토하는 것이
된다.

5. 치유 및 재발
｢치유｣란 상병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치료방법을 가지고도 그 효과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요양의 종료)로
증상고정에 달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부상｣의 경우는 창
면이 유착하고 그 증상이 안정되어 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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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병｣의 경우는 급성증상이 가라앉고 만성증상이 남아 있어도 그
증상이 안정되어 의료효과가 기대되는 상태가 된 때이다.
｢재발｣이란 업무상(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단 치유
(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상태가
되었으나, 그 후 다시 동일한 질병 또는 그 질병에 부수하는 질병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병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재발 후의 증상의 발현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보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치유시 상태에서 보아 명확하게 증상이 악화하
고 또 요양에 의해 그 증상이 개선될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의학적으
로 인정된 때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어 당초의 질병의 계속으로 취급
된다.

6. 통근재해
통근재해보호제도는 1973년 12월에 시행되어 통근재해가 업무재해
의 경우에 준하여 보호되게 되었다. 그런데 통근재해는 일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한 재해로 생각되어 사업주의 개별책임을 기초로 하는 업무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노재보험법상 업무재해의 경우와 약간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즉 노재보험에서는 통근재해와 업무재해를 별도로 정
의하고, 각각에 대하여 소정의 보험급부를 규정하고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의 내용은 업무재해와 마찬가지이나 보험급부에 관련되는 명
칭은 업무재해에 관한 것과 별도로 정해져 있다.
업무재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
하는 데 비하여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더
하여 소액이지만 노동자가 지불하는 일부부담금으로 그것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또한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노기법에 의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통근재해에 관련한 노재보험의 보험급부는 재해보상이
아니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근재해로서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자의 통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인데, ｢통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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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노재보험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즉, 동조 제2항에서 ｢통근이란 노동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
의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노동자가 전항의 왕복의 경로를 벗어나거나 동항의 왕복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 및 그 이후의 동항의 왕복은
제1항제2호의 통근으로 보지 않는다. 단, 당해 벗어나거나 중단이 일
상생활상 필요한 행위이며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한 최소한도의 행위일 경우는 당해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를 제외
하고 이에 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통근수행성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여 그것이 통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
음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 조건은 법에서 정하는 ｢통
근｣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할 것(이하 ｢통근수행성｣이라고
한다)이며, 두 번째 조건은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통근
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것, 즉 통근과 상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
(이하 ｢통근기인성｣이라고 한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근수행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통
근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행위(이하 ｢왕복행위｣라
고 한다)일 것.
② ｢취업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왕복행위일 것.
③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왕복행위일 것.
④ 왕복행위가 ｢합리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왕복행위의 중단｣이 없
을 것.
⑤ ｢업무의 성질을 가진｣ 왕복행위가 아닐 것
이상의 요건 모두를 만족시키는 왕복행위가 통근으로 인정된다. 그
런데 통근의 도중에 쇼핑 등의 제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해 행위가 일

196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탈 또는 중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 및
그 후에 대해서는 통근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이며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최소한도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
단 중에는 통근수행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을 끝
내고 합리적인 경로로 되돌아온 후에 대해서는 다시 통근수행성이 인
정된다.
통근도중에 입은 재해의 모두가 ｢통근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통근에 의한｣ 재해에 한한다. ｢통근에 의한｣이란 통근과 사상병 사
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 바꿔 말하면 통근에 통상 따르는 위
험이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통근 도중에 자동
차에 치이거나, 역의 계단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유독가스를 실은 탱
크롤러차가 넘어져 거기에서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한 급성중독에 걸
리는 등과 같은 경우 ｢통근｣에 의한 재해, 즉 통근재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같은 통근 도중에 입은 재해라도 자살이나 원한을 품고
싸움을 걸어 부상한 경우와 같이 피재자 본인의 고의에 의한 재해 등
은, 여기에서 말하는 ｢통근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취업에 관하여
통근은 노동자가 ｢취업에 관하여｣ 거주와 취업장소 사이를 왕복하
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취업에 관하여｣란 왕복행위가 업무에
임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종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필요로 하
는 것이다. 즉, 통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왕복행위가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밀접한 관련에 관한 판단기
준은 다음과 같다.
① 피재 당일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가의 여부, 또는 현실
적으로 업무에 종사했는가의 여부
② 취업개시시간과의 관련
예를 들면, 운동부의 연습에 참가하는 등의 목적으로 소정의 취업
개시시각과 동떨어진 시각에 회사에 가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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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취업과의 관련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소정의 취업일에 소정의 취업개시시각에 맞
추어 주거를 나와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와 같이, 직접 취업과의 관련
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늦잠에 의한 지각, 또는 러시아워
를 피하기 위한 빠른 출근 등 시각적으로 약간의 전후가 있다 하더라
도, 취업관련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③ 취업종료시간과의 관련
퇴근시 종업 후 즉시 귀가하는 경우는 취업에 관한 것에 대하여 문
제가 없다. 또한 예를 들어 취업시간이 5시까지인데 3시에 조퇴하는
경우에도 조퇴에 의해 그 날의 업무는 종료하여 귀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업과의 관련성은 인정된다. 또한 통근은
1일당 1회밖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점심시간 등에 일단
귀가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출사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 사이의
왕복행위에 관해서는 취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 종
업 후 사업장 시설 내에서 바둑, 마작, 서클 활동을 하거나, 노동조합
의 회합에 출석한 후에 귀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이 사회
통념상 취업과 귀가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잃게 한다고 인정될 만큼
장시간에 걸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해도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다.
2) 주거
｢주거｣란 노동자가 현재 거주하고, 일상생활의 용무에 사용하고 있
는 가옥 등의 장소를 말하며, 노동자 본인의 취업을 위한 거점이 되는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취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노동자 가족이 살고
있는 자택과 별도로 회사 근처에 단신으로 아파트를 빌려 그곳에서
통근하고 있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당해
노동자의 ｢주거｣로 간주된다. 또한 빠른 출근 등의 근무상의 사정과
교통 스트라이크 등의 교통사정, 태풍 등의 자연현상 등의 불가항력적
인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상의 주거 이외의 장소(회사의 숙박시
설과 근처의 호텔 등)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

198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를 옮겼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당해 장소가
주거로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귀갓길에 동료의 집에서 마작을 하고
그대로 동료의 집에 묵고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동료와 함께 회사 등
으로 직접 출근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취업을 위한 거점인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단신부임자 등이 주로 휴일을 이용하여 주말 등에 노재보험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취업의 장소(이하 ｢취업의 장소｣라고 한다)

에서 자택으로 돌아가 한 주의 시작하는 날 등에 자택에서 취업장소
로 출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왕복행위에 반복․계속성이 인정
될 때에는 당해 자택을 주거로 취급한다.

3) 취업의 장소
｢취업의 장소｣란 노동자가 업무를 개시하고 또는 종료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은 회사, 공장, 사무소 등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
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외에 상품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그
배달처에서 직접 귀가하는 경우의 배달처와, 전원 참가하에 이루어지
는 회사주최 운동경기회(참가하는 것이 의무로 인정되는 것)의 회장
등도 ｢취업 장소｣에 해당된다. 또한 외근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구역 내에 있는 몇 군데의 거래처를 돌고 자택
과의 사이를 직접 왕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자택을 나와서
최초의 업무지인 거래처가 당해 노동자의 업무개시 장소이며, 마지막
으로 돈 거래처가 업무종료 장소가 된다.
4) 합리적인 경로 및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당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왕복하
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로 및
수단 등을 말한다.
① ｢합리적인 경로｣
경로에 관해서는 노동자가 통근을 위해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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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이러한 경로가 비록 몇 가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로 모두
합리적인 경로가 된다. 따라서 회사에 제출되어 있는 철도, 버스 등의
통상 이용하고 있는 경로는 물론, 이에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다
른 경로도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경로가 된다. 또한 경로의 도로
공사나 데모 행진 등 당일의 교통사정에 의해 우회하여 지난 경로, 그
외에 어린이를 감호하는 자가 없는 맞벌이 부부인 노동자가 탁아소,
친척 등에게 어린이를 맡기기 위해 지날 수밖에 없는 경로 등도 당해
노동자에게는 취업을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경로이며, 합리적인 경로
로 인정된다. 이와는 반대로 특단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멀
리 돌게 되는 경로를 취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로로 인정되지 않
으며, 또 경로는 수단과 일체가 되어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철도의 노선, 철교, 터널 등, 통상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로
를 지나는 경우는 합리적인 경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합리적인 방법｣
철도, 버스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자전거 등
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 도보의 경우 등 통상 이용
가능한 교통방법은 당해 노동자가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마이카통
근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의 노동자가 마이카로 출근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과거에 면허를 한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노동자가 자동차를 자신이
운전하여 출근하는 경우와, 술에 취한 채 자동차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등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5) 일탈․중단 및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
｢일탈(逸脫)｣이란 통근 도중에 취업 또는 통근과는 관계없는 목적
으로 합리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이란 통근의 경
로상에서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행함을 말한다. 일탈, 중단으로 간
주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귀가 도중에 극장에 들어가는 경우, 바나
캬바레 등에서 음주하는 경우, 파칭코점에 들어가는 경우 등이 이에

200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해당된다. 그러나 노동자가 통근 도중에 경로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
을 이용하는 경우, 경로상의 가게에서 담배나 신문, 잡지 등을 구입하
는 경우, 역 구내의 쥬스 스탠드 등에서 서서 쥬스를 마시는 경우, 경
로상의 가게(다방, 맥주집 등)에 들러서 목을 축이기 위해 지극히 짧
은 시간에 커피나 맥주 등을 마시는 것과 같이 노동자의 통상의 통근
행위에 부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간단한 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일탈, 중단으로 취급되지만은 않는다.
통근 도중에 노동자가 일탈․중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는 취업
에 관해서 하는 행위라기보다도 오히려 일탈 또는 중단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일체 통근으로 인정되지 않
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통근의 실태를 고려하여 법률에서 예외가 마련
되어 통근 도중에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에
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를 제외하고 합리적 경로로 복귀한 뒤
는 다시금 통근으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노재칙 제8조)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①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②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5조의6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직업능
력개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
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
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것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의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④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료 또는 치료를 받는 것,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기 위해｣란 일상생활상 필요에
서 통근 도중에 행하는 필요를 말하는 것이며, ｢최소한도의 것｣이란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원인이 된 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
는 최소한도의 시간, 거리 등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면, 귀가 도중에 반찬을 구입하는 행위, 대학에 다니는 행위,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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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는 행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피치
못할 사유로 행하는 행위｣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통
근 도중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며, ｢최소한도의 것｣이란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원인이 된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한도의 시간과 거리 등을 말하고 이를 크게 넘는 경우에는 일탈 또
는 중단으로 취급된다.
6) 업무의 성질을 가진 것
｢업무의 성질을 가진 것｣이란 이상 설명한 각 요건을 만족하는 왕
복행위라 하더라도 당해 왕복행위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재해로 해석
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용 교통기관
을 이용하여 출퇴근, 돌발적 사고 등에 의한 긴급용건을 위해 휴일 또
는 휴가 중에 호출을 받고 긴급 출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통근기인성
통근 도중의 재해에 통근수행성이 인정되었다 해도 모두 노재보험
의 보험급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근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통근기인성이란 통근과 재
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즉 통근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업무재해의 경우 모든 업무기인
성에 상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근 도중에서 자동차에 치인 경우, 역의 계단에서
넘어져 떨어진 경우, 보행 중 빌딩의 건설현장에서 낙하해 온 물체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통근에 의한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에 걸린 경
우 등 일반적으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는 통근기인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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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업무상 재해인정

1. 보험급부의 개요
노재보험의 급부에는 업무재해의 급부와 통근재해의 급부가 있다.
업무재해의 급부에는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유족
보상급부, 장제료, 상병보상연금, 개호보상급부의 7가지가 있다. 통근
재해의 급부에는 요양급부, 휴업급부, 장해급부, 유족급부, 장제급부,
상병연금, 개호급부의 7가지가 있다. 통근재해급부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통근재해는 법률
상 업무재해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업무상재해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성질이나, 통근재해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
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부의 내
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또, 업무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장제료

라고 하나 통근재해의 경우는 장제급부라고 하고 있다.
노재보험에 대한 실무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곳은 노동기준관할감독
서이다. 이와 같은 노재보험의 보험급부를 청구할 때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청구자로부터 제출된 각종 서류는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에 설치되어 있는 광학적 문자판독장치(OCR)로 직접 판독하여
그 데이터를 통신회로로 후생노동성 노재보험 사무실의 컴퓨터로 보
내진다. 후생노동성 노재보험 사무실에서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컴
퓨터로 급부액의 계산, 각종 대장에로의 기록 등의 처리를 하며 그 처
리결과를 통신회로에 의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반송한다.

OCR이

란 Optical Character Reader의 약자로 광학적 문자판독장치를 말한
다. 이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OCR은 각종 청구서 등의 기입틀(□□□
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손으로 쓴 숫자와 카타카나를 판독하여 그
데이터를 후생노동성 노재보험 사무실의 컴퓨터로 송신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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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통근(업무)재해의 보험급부

통근(업무) 재해

(부상 또는 질병)

사망

요양(보상)급부
(요양급부 또는 요양비용의
지급)

휴업(보상)급부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나도
치유되지 않거나 장해정도가
상병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
치유

개호(보상)급부
(일정장해에 의거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장해보상급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치유시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

사망
유족(보상)급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장제급부(장제료)
자료 : 이현주 외,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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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노재보험 사무실의 컴퓨터로부터 되돌아온 데이터를 프린
터로 인쇄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모든 급부의 청구서류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되고 노동기준감독
서가 결정을 한다. 이때 주치의나 대학교수 등 저명인사들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문의 내용은 의학적
인 내용으로 국한되고 급부 등의 결정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이 행한다.

2. 요양(보상)급부의 처리절차
우선 지정병원 등인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산재근로자는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보상)급부로서 요양급부 청구서(양식
제5호 또는 양식 제16호의 3)｣를 병원에 제출한다. 이 요양급부 청구
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된 것이 필요하며, 사업주는 업무재해인 경우에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사상병보고를 행한다. 이러한 요양급부 청구서
는 지정병원을 경유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되고, 이는 다시
노동기준국에 이송되어 노동기준국으로부터 지정병원에 치료비가 지
급된다. 여기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라 함은 보험관계의 일괄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사업인 때는 노동자의 소속사업장의 관할 노동
기준감독서이고, 유기사업인 때는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무소의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이다. 또, 성질상 현물급부가 곤란한 통원비용 등
은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양비용청구를 한다.
지정병원 등이 아닌 경우는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치료
비를 지불한 후에 병원의 증명과 업무재해인 경우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 노동기준감독서에 ｢요양급부로서 요양급부 청구서｣를 제출한다.
여기서의 ｢요양급부로서 요양급부 청구서｣는 비지정병원, 비지정약국,
유도정복사, 침술사 등 그 대상에 따라 제16호의 5(1)에서 제16호의
5(5)까지 5종류가 있다. 이 경우 노동기준감독서는 요양에 필요한 비
용을 현금으로 피재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요양비용의 청구에서 2
회 이후에는 산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사업주에 의한 청구서의
확인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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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에는 노동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제3자행위재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병원을 바꾸려는 경우는
｢요양(보상)급부를 받는 지정병원 등(변경) 신고서(양식6호 또는 양식
제16호의 4)｣를 제출해야 한다.
[그림 5-2] 요양(보상)급부의 처리절차
사상병보고(통근재해 제외)
지급결정통지․지불
피재노동자
청구서에
증명
진료를
받음

요양
급부
청구서

사업주

요양
비용
청
청구서
진 구
노
서
료
청구서 동
에
노동기준감독서
기
받 증
준
음 명
국

지정병원
등

지정병원 등
이외의
의료기관

청 구 서
지 불
자료 : 이현주 외,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02.

제 5 절 진료비 청구제도

1. 각종 보험과 진료비
건강보험(사회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인 환자가 입원할 경우 3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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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한편, 노재보험의 요양급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산재근로자
가 병원을 경유해서 청구하며, 환자의 부담은 없다. 이러한 요양에 관
한 비용은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에 요한
비용의 금액산정방법(1994년 후생성고시 제54호)｣에 의해서 진료(조
제)보수점수 × (1점단가)10엔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노재보험의 경우
는 ｢노재진료비 산정에 관하여(1976년1월13일부 基發제72호 노동성노
동기준국장통지｣에 근거해서 진료단가를 12엔(국공립병원 등은 11.5
엔)으로 하고

초진이나 재진 등의 특정진료항목에 관해서는 건강보

험의 점수와 다른 점수(금액)을 정한 소위 ｢노재특게요금(勞災特揭料
金)｣에 의해서 산정된다.
한편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는 의료비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자유진
료로 행해진다. 그러나 교통사고 의료보수도 의료행위를 점수로 환산
해서 점수에 단가를 곱해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가는 각 의
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정하고 있으나 교토에서는 1점당 20∼25엔의 범
위에서 청구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자배책보험의 의료비청구에 대해
서는 1984년 12월에 당시의 대장성 자문기관인 자배책보험심의회가
답신 중에서 불명확한 청구기준 등의 현상을 지적한 것이 있어서 일
본의사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의 3자가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회의를 갖고 1989년 6월에 청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
다. 그 내용은 자동차보험의료비는 현행의 노재보험진료비산정기준에
의한다는 것과, 그 경우 약제 등의 물건에 관해서는 그 단가를 12엔으
로 하고, 기타 기술료에 대해서는 여기에 20%를 가산한다는 것이었
다. 즉,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는 약제는 노재보험과 같지만 기술료에
대해서는 노재보험의 진료비에 2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의료측과 손해보험회사측의 합의가 이
루어져 상기의 합의대로 실행하는 곳도 많이 있으나 교토(京都)지역
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도 실제 적
용할 때는 각 의료기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상과 같은 각 보험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보다 노재보험이 20%
비싸고 노재보험보다도 자동차보험이 20% 비싸다고 말할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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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노재보험은 특게요금이 있고 자동차보험은 자유진료가 많은 사
정이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병원측은 가능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
리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노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순
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재보험의 경우 병원측은 환자가 노
재인정이 될 때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노재가 인정된 후에 노재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강보험 사무소가 노재해당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
한 사실을 알면 환자에게 즉시 반환을 청구하고 병원측에 지도를 하
고 있다.

2. 재단법인 노재보험정보센터
요양(보상)급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산재근로자가 병원을 경유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한다. 노재청구의 경우 정상적인 경우라면 병원
은 이미 의료비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한 상태이거나 당연히 그렇
게 해야 할 상황이므로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 결과 병원은 치료비를 수령하지 못해 자금적으로 곤란한 경
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노재보험정보센
터가 설립되어 있다. 재단법인 노재보험정보센터(RIC, 이하 ｢노재보험
정보센터｣)는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및 노재의료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정보제공 등을 행함과 동시에 노동자․사업주, 노재지정
의료기관 및 기타 관계자의 상담에 응하고 원조를 행할 것을 목적으
로 1988년 7월에 창설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재정보센터는 동경에 본부를, 각 도도부현에 47개의 지방사무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가. 진료비 대부사업
노재보험에서는 피재노동자가 노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노재지정 의료기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진료비를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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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단법인 노재보험정보센터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노재지정 의료기관에 노재보험으로부터 진료비가 지급될
때까지 노재의료비 상당분을 대부하고 노재보험으로부터 지급이 있을
때 정산하는 것이다. 이 사업과 공제사업은 재단법인 노재보험정보센
터와 노재지정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현재는 약 90%
의 노재지정 의료기관이 계약하고 있다85).
대부계약은 공제계약과 일괄 체결된다. 여기서의 대부계약이란 노
재진료비가 노재보험에서 노재보험정보센터에 지불될 때까지 지정의
의 진료채권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이다(단, 진료비청구의
취급수수료가 있다). 국립병원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정의는
진료비의 대체지불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신청시의 서류는 노재진료비
원호대부노재진료 공제계약신청서, 지정병원 등 등록(변경)보고서, 진
료비대리수령위임장, 진료비 대리수령위임통지서이다. 대부공제계약의
성립은 대부계약의 신청을 한 지정의에 대하여 노재보험정보센터 이
사장이 ｢노재진료 원호대부금 대부노재진료 공제계약승낙서｣에 의해
통보한다.
진료비청구서는 병원이 동경노동보험의료협회의 회원인 경우 노재
보험정보센터와의 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동 협회에 제출하며, 비회원
인 경우의 병원은 동경노동국에 제출한다. 대부신청은 대부계약자가
진료비청구서를 동경사무소에 제출하면, 진료비청구서사본을 작성하여
｢노재진료 원호대부금 대부계약신청서｣로 한다.
매월 10일경까지 의료비청구서가 제출된 대부신청에 대해서는 25일
경에 지정된 계좌에 대체지불금을 입금한다. 대부계약자가 지정한 계
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대체지불금의 명세를 다음의 통지서로 통보한
다. 즉, 노재진료 원호대부금 진료비등 지불 충당 입금통지서, 진료비
청구에 관한 노재진료 원호대부금 내역서, 노재진료 원호대부금액에
대한 대부금 미정산액(유보액) 내역서,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진료비 지
85) 계약률은 동 센터 팸플릿인 Profile의 내용임. 동경에서는 의사회의 영향이 커
서 약 3,500개의 지정의료기관 중 약 200개만 계약하고 있다고 함(동경노동기
준감독서 차장 村上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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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통지서이다.
동경도 이외의 청구분은 노재보험정보센터에서 대체지불한 후에 동
경노동국의 심사를 거쳐서 관할노동국으로 이관한다.

나. 노재진료 공제사업
지정의료기관의 노재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이 업
무 외 또는 통근 외로 불지급 결정을 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당해
진료비를 수정해서 건강보험 등 타보험에 청구하게 된다. 이때 노재진
료비 산정기준과 건강보험 등의 보험자부담분과의 차액은 환자 본인
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본인부담분을 환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이 노재진료공제이다. 공제의 보상비 금액을 도시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5-3] 노재진료공제의 보상비 금액
노재진료비산정기
준에 의한 금액

사회보험진료보
수에 준한 금액

사회보험 진료보수
점수표에 의한 금액

공제보상비의 금액

보험자부담분

본인 부담분
노재특게분

＝

본임부담분
노재특게분

자료 : 후생노동성.

사회보험 등에서 청구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나 기업임원의 업무상
부상 등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보
상액은 의료기관이 피재근로자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진료비 상당분으
로 노재진료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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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가지고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채권(진료비)의 청구권은 노재
보험정보센터에 양도된다.
공제계약 후 지정의는 ｢요양급부청구서｣ 1건당 1,800엔씩 공제의
부금으로 지불한다. 공제부금의 납부는 노재보험공제센터가 노재진료
원호대부금의 대부를 행하는 때에 그 대부금에서 공제된다.
노재보험에 청구된 의료비에 관해서 노동기준감독서장에 의해서 불
지급으로 결정되어 의료비가 지불되지 않는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
족시키는 것이 보상대상이 된다. 또 피재노동자로부터 요양의 급부청
구가 취하된 경우에도 불지급 결정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대
상이 된다. ① 공제계약 후에 청구된 것, ② 요양의 급부청구서에 사
업주 증명이 되어 있을 것, ③ 사회보험에 의료비 지급청구를 행한
것. 단, 피재노동자의 행방불명 등에 의해서 지급청구가 불가능한 경
우 및 건강보험 등 타보험에서도 지급되지 않는 것은 보상대상이 된
다. ④ 재발에 관한 것이 아닌 것, ⑤ 2001년 4월 1일 이후에 발증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일 것 등이다.
보상의 청구시에는 노재진료공제 보상청구서, 사회보험 진료보수명
세서, 사회보험진료비 본인부담분 채권양도서를 첨부한다. 피재노동자
의 행방불명 등에 의해서 건강보험 등 타보험에서도 지급되지 않는 경
우는 상기 서류 외에 소재불명 등에 관한 노재진료공제보상비 신청서
와 사회보험진료비 채권청구서를 첨부한다. 보상비의 지불은 노재보험
공제센터 이사장이 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관계서류에 의
해서 지불금액을 결정해서 공제계약에 근거해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함과 동시에 노재진료공제보상비 입금통지서에 의해서 통지한다. 노재
보험공제센터 이사장이 보상비의 지불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노재진료공제보상비 불지급통지서에 의해서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또 노재보험공제센터는 공제계약자에 대해서 장기운전자금의 대부도
행하고 있다. 노재진료공제계약 체결 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계약자로
원호사업의 진료비대부의 실적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금액은
100만엔부터 700만엔까지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다. 이율은 재정투융
자법의 대부이율에서 1%를 공제한 이율이다(2001년 8월 현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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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료관계 수탁사업
노재보험공제센터는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노재지정의료기관에
서 치료를 받거나 노재지정약국에서 투약을 받은 경우의 진료비 혹은 척
손손상 등 17개의 병상에 관해서 애프터케어를 받은 경우의 업무 중에
[그림 5-4] 진료비청구 수탁업무의 흐름
노재진료원호대부금

노재진료원호대부금
비계약지정의료기관
계약지정의료기관 진료비청구서등 제출

(국립병원 포함)

센터 동경사무소,
접수, 확인, 점검

동경노동국
접수, 확인
점검, 심사
진료비심사위원회

계속분
(타 도도부현
포함)

첫회분
동경도내 각 노동기준감
독서 업무상외 등 심사
지급, 불지급 결정

타 도도부현 초회
분(계약의료기관분
은 동경사무소에서
대체지불 후에)
타 도도부현
관할노동국
접수, 확인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업무상외 등 심사
지급, 불지급 결정

센터 동경사무소
점검
기계입력

관할 센터 지방사무소
기계입력

전송
노재보험업무실
자료 :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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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① 진료비청구서 등의 접수․점검․입력 및 자기디스크의 보관, ②
약제청구서의 점검․입력, 방문간호비용청구서의 점검, ③ 애프터케어
위탁비용청구서 등의 접수․점검, OCR입력업무 등을 행한다. 수탁업
무의 흐름은 [그림 5-4]와 같다.

제 6 절 불복상신제도

1. 개 요
노재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은 노동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청구에 의
해 노동기준감독서장(이하 ｢감독서장｣이라고 한다)이 행한다. 노동기
준감독서장은 청구를 받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법령․통달 등에 비
추어 조사, 판단한 후에 지급 또는 불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해
지급․불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노재보험 심사관에 대하
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노재보험법 제38조). 그 개요
는 [그림 5-5]와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불복심사
법에 의해 불복상신의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노재보험에 관한 처분이
건수가 많고 전문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불
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노재보험심사관에게, 재심사청구를 노
동보험심사회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절차에 중복되는 것
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노재보험법
제39조). 보험급부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의 취소 제소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후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가진 행정기관이
우선 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공정한 통일적 처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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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볼복상신 절차
청구인 등
보험의 급부청구
노동기준감독서

원
처
분
을
취
소
하
여
새
로
운
처
분
의
결
정
을
하
게
된
다

취
소
의
결
정
․
재
결
이

지급 또는
불지급결정
심사청구
노재보험심사관(局)

(노재보험심사관이 감독서장의 결정내용을 조사)

조사․심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원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0일
이내
[기각]

된
경
우
에
는
감
독
서
장
은

※이 결정을 ｢원처분｣이라고 한다 60일
이내
(감독서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
노동보험심사회
조
사․심리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기소제기
지방재판소

(노재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노동보험심사회의 위원이 감독서장의 결정내용을 조사)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원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노재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

결

주 : 1.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해도 결정이 없는 때에는 결정을 거치
지 않고 노동보험심사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재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해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 이외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불복심사법의
절차에 의해 불복 상신을 할 수 있다.
자료 :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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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노재보험법 제40조).
감독서장이 한 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상신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2심제도를 취하고 있다. 제1심 심사기관은 각 도도
부현노동국에 설치해 있는 노재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고 한다)
이, 제2심 심사기관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보험심사회(이하 ｢심
사회｣)가 각각 불복상신을 심사한다(노동보험법 제38조제1항).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노동
기준국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관에 대하여 하는데(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아하 노심법, 동법 제7조), 심사청구인의 주소를 관
할하는 감독서장 또는 원처분을 한 감독서장을 경유할 수도 있다(노
심법시행령(이하 ｢노심령｣, 제3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보
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즉 보험급부에 관하여 감독서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다.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인이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에 의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노심법 제8조제1항).
심사청구를 수리한 노재보험심사관은 다음의 결정을 해야 한다. 심
사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결함이 보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결정을 각
하(却下)라고 한다(노심법 제10조). 또한 심사청구를 수리하고 본안의
심리를 종료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관련한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안의 결정)을 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
하는 결정(원처분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인정하고 심사청구를 이유없다고 하는 본안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
다(노심법 제18조). 노재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출두명령, 심문, 보고와 물건의 제출명령,
임검검사, 수진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노심법 제15조제5항). 또한 심사관이 결정서에 노동보험심사
회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재심청구기간을 기재하는

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215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노심법19조).
심사관은 노재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의 심사청구 사건을 취급하는
외에 노동기준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방법, 보상금액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한 이의에
대한 감독서장의 심사 및 중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로부터 제출된
상신의 심사 및 중재사무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은 당해 도
도부현노동국이 관할하는 지역 내의 감독서장이 행한 노재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상신을 심사결정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며 심리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 있다(노심법 제15조). ① 심사청구인 또는 참고인
의 출두를 요구하여 심문하고 또한 이러한 자로부터 의견 또는 보고
를 요구하는 것, ② 문서 기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제출물건을 유치하는 것, ③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것, ④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무소, 기
타 장소에 임검하여 사업주, 종업원, 기타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⑤ 노재보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경우에 동법 제47조2에 규정하는 자(보험급
부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
단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등본이 송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에 의해 이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노심법 제38조제2항). 또한 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3
개월을 경과해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는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
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결정을 거치지 않고 심사회에 대하여 재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노재보험법 제38조제2항).
노동보험심사회는 노심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에 설치되어 있다.
심사회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9명(그 중 3명 비상근)의 위원과 사업
주대표, 노동자대표 각각 6명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회의 업무
는 제1심 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2심으로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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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하는 것이다. 재심사청구의 사건은 통상 9명의 위원 중 심사회
가 지명하는 자 2명으로 구성한 합의체에서 취급하는데, 합의체가 법
령의 해석적용에 대하여 그 의견이 사전에 심사회에서 행한 재결에
반한다고 인정한 경우, 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의견이 갈라진 경우,
이 외에 심사회가 정한 경우에 위원의 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취급하게 된다. 심사회는 처리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 있다. ① 당사자 또는 참고
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심문하거나 이러한 자로부터 의견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문서 기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제출물건을 유치하는 것, ③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것, ④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무소, 기
타 장소에 임검하여 사업주, 종업원, 기타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⑤ 필요한 조사를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에 위탁하는 것, ⑥ 노재보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사청구의 경우에 동법 제47조2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회가 지
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 불복상신의 흐름
은 다음과 같다.
[그림 5-6] 볼복상신제도의 흐름
서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
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보험급부
에 관한
청구(감독
서장)

심사청
구(심사
보험급부에
관)
관한
결정

재심사
청구(심
심사관의 사회)
결정

심사회의
재결

소송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자료 :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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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문서
심사청구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
양식 제1호
1. 심사청구인의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심사청구인이 법인일 때는 주 소
명 칭
대표자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대리인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3. 원처분을 받은 자의 주 소
성 명
4. 원처분을 받은 자가 원처분에 관계되는 노동자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노동자의 성명
5. 원처분에 관계되는 노동자가 급부 원인발생 당시 사용되고 있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명 칭
6. 심사청구인이 원처분에 관계되는 노동자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노동자와
의 관계
7. 원처분을 한 노동기준감독서장명
8. 원처분자가 있었던 사실을 안 년, 월, 일
9. 심사청구의 취지
10. 심사청구의 이유
11. 원처분을 한 노동기준감독서장의 교시의 유․무
12. 증거(심리를 위한 처분을 필요로 할 때는 처분내용 및 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 및 이유)
상기와 같이 심사청구를 함.
년월일
심사청구인 성명
(법인일 때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리인에 의할 때는 대리인의 성명)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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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시사점

이상 일본의 노재보상절차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었다.

1. 노재인정범위
노재로 인정되는 것은 업무상재해와 통근재해이다. 특히 질병에 관
해서는 노동기준법시행규칙 및 고시에 의해서 정해진다. 과거에는 업
무상질병으로 취급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엄격한 인
정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만성피로에 의한 급성심장병도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통근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간
주하고, 또는 업무상재해에 준하여 노재보험의 급부사유로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건보호의 관점에서 노재보험의 기능이 생활보장 중심으로
진전됨을 의미한다. 질병 중에서도 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은 그 판
단이 어려워서 분쟁이 많다. 후생노동성은 질병별로 별도의 기준을 만
들어 가능한 한 그 판단을 정형화시키고 있다.

2. 보상절차
노재보상처리절차는 피재노동자가 각종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여기
에는 사업자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도장은 노재보험이 사업
자의 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일 사고 조사 등을 위한
실무의 효율화를 위해서이다. 노동기준감독서는 실제로는 도장이 없다
해도 각종 서류를 수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기준감독서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도장이 있는 것이 편리하며, 노재보험급부는 각 사
업자의 보험요율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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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을 거절해서 노동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사업
자의 보험요율에 부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당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급부의 선지급
노재가 인정된 후의 연금의 선불제도는 있으나, 노재가 인정되기
전에 휴업보상급부와 요양비용 등의 선지급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자
배책보험은 일부 보험금의 선불을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는 정부의 보장사업에 청구하고 있으나, 노재보험은 노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선불금의 회수가 어렵다. 공적연금의 장해연금 등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 회수하기는 연금액이 너무 적어 노재가 인정되기 전의
급부의 선지급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병원은 일반적으로 노재보험으로 요양신청을 한 경우는 노
재의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환자에게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
는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병원의 경영이나, 이를 위해서 요양비를
병원에 선지급해 주는 노재보험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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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의 승인 현황 및 처리기
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근로복지공
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여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근로자의 업
무상재해 인정 신청건 중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여부를 결정한 건으로 기간을 한
정하였다. 그러나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의 신청과 공단의 승인여부 결
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분
석대상에 사용된 전체 결정건(C), 둘째, 전체 결정건 중에서 근로자의
신청이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지고 2002년
이전까지 공단의 결정이 이루어진 건(A)으로 이 경우는 근로자의 신
청과 공단의 결정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셋
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이내에 근로자의 신청과 공단의 결정
이 모두 이루어진 건(B)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한정된 기간동안의 자
료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건들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 건들이 포함된
전체 건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3년 이내에 결정된 건, 3년 이상의 기
간이 소요된 건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한 건은 총 257,322건이었다. 그러나 입력착오, 자료누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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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로 이용할 수 없는 4,820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체 분
석에 사용된 건은 총 257,322건이었다(C). 이 중 2000년 이전에 근로
자 신청이 있었고 2002년 이전까지 공단 결정이 이루어진 건은 11,944
건(A), 2000년∼2002년 사이에 근로자 신청과 공단 결정이 모두 이루
어진 건은 총 240,562건(B)이었다86).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
께 특성별 업무상 재해 인정 승인율 및 처리기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 이전 신청
2000 이후 결정(A)

2000∼2002
신청 및 결정(B)
전체(C=A+B)

2000

2001

2002

제 1 절 일반적 특성

1. 성 별
전체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표 6-1>과 같은데 남성(86.3%)이
여성(13.7%)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0년 이전 신청건의 경우
남성(87.7%)이 여성(12.3%)보다 많았고, 2000년 이후 건의 경우도 남
성(86.3%)이 여성(13.7%)보다 많았다.
86) 분석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결정일 기준을 2000.1.1∼2002.12.31 3년 동
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산재보험 구제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하여 해당 기준일
동안 근로복지공단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변
수의 결측값이 많아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변수는 제외되었으므로, 자료
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결과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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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성별 특성
(단위: 건, %)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남자

217,995

86.3

10,480

87.7

207,515

86.3

여자

34,511

13.7

1.464

12.3

33,047

13.7

2. 연 령
전체 대상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50세
이상(30.3%)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45세(15.8%) 순이었다. 이 중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50세 이상(48.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45세(17.2%) 순이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의 경우에서도 50세 이
상(29.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45세(15.8%) 순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전 신청건이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2 참조). 3년 이상이 소요된
건들이 포함된 A의 연령은 B의 경우보다 50대 중년층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표 6-2> 연령
(단위: 건, %)

전체(C)
18세 미만

2000년 이전(A)

338

0.1

-

-

18∼24세 미만

14,719

5.7

151

25∼30세 미만

25,016

9.7

31∼35세 미만

31,176

35∼40세 미만

2000년 이후(B)
338

0.1

1.2

14,568

6.0

310

2.6

24,706

10.1

12.1

574

4.8

30,602

12.5

32,704

12.7

1226

10.2

31,475

12.8

40∼45세 미만

40,719

15.8

2063

17.2

38,656

15.8

45∼50세 미만

34,707

13.5

1929

16.0

32,778

13.4

50세 이상

77,943

30.3

5776

48.0

72,167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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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 종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체 대상자 업종의 43.0%가 제조업이었다. 다
음이 기타산업(22.6%), 건설업(21.5%)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과 이후 신청건을 비교하여 보면 2000년 이전 신청건은 건설업
(34.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제조업(26.1%), 기타산업(14.9%) 순이
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은 제조업(43.8%)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
타산업(23.0%), 건설업(20.8%) 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3년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것들이 포함된 2000년 이전 신청건은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건설업, 광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비중이 높았고, 2000
년 이후 신청건이 2000년 이전 신청건보다 제조업, 기타산업, 금융․
보험, 임․어․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6-3 참조).
<표 6-3> 업종
(단위: 건, %)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금융․보험

2,597

1.0

74

0.6

2,523

1.0

광업

7,538

2.9

1,212

10.1

6,326

2.6

110,535

43.0

3,145

26.1

107,390

43.8

455

0.2

37

0.3

418

0.2

건설업

55,321

21.5

4,200

34.9

51,121

20.8

운송창고․통신업

19,751

7.7

1,505

12.5

18,246

7.4

2,928

1.1

66

0.6

2,862

1.2

58,197

22.6

1,793

14.9

56,404

23.0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임․어․농업
기타

4. 직 종
전체 대상자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4>와 같다. 직종별
분포에서는 기타직종(41.9%)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순노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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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관리전문기술직(8.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0년 이전
신청건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3.9%로 가장 높았고 다
음은 기능 및 관련기능종사자(9.1%)였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은 기타
직종(43.6%)이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자(36.3%), 관리전문기술직(8.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3.9%)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이 3년 이상이 포함된 2000년 이전 신청건은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전문가,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
자, 단수노무종사자의 비중이 더 높았고, 2000년 이후 신청건은 2000
년 이전 신청건보다 관리전문기술직과 기타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4> 직종별 특성
(단위: 건, %)

전 체(C)
관리전문기술직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21,728

8.4

872

7.3

20,856

8.5

전문가

459

0.2

62

0.5

397

0.2

기술공

2,635

1.0

11

0.9

2,524

1.0

사무종사자

3,525

1.4

217

1.8

3,308

1.4

서비스종사자

1,158

0.5

53

0.4

1,105

0.5

판매종사자

6,884

2.7

553

4.6

6,331

2.6

174

0.1

8

0.1

166

0.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603

4.1

1,096

9.1

9,507

3.9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5,767

2.2

511

4.3

5,256

2.1

96,638

37.6

7,683

63.9

88,955

36.3

107,751

41.9

866

7.2

106,885

43.6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기타

5. 근속기간
입사일로부터 업무상 재해 발생일까지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인 경우(48.3%)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1∼2년 미만(11.0%),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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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년 미만(10.8%), 5∼10년 미만(8.6%), 10년 이상(8.4%)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이 3년 이상이 포함된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도 6
개월 미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3.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10년 이상의 근속자(9.5%)였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는 6개
월 미만자(48.0%), 1∼2년 미만자(11.1%) 순이었다(표 6-5 참조). 업무
상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데 3년 이상이 소요된 건이 포함된 2000
년 이전 신청건은, 3년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 2000년 이후 신청건보
다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와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5> 근속기간
(단위: 건, %)

전체(C)
6개월 미만

2000년 이전(A)

2000∼2002년(B)

123,415

48.3

6,246

53.2

117,169

48.0

6개월∼1년 미만

27,507

10.8

1,065

9.0

26,442

10.8

1∼2년 미만

28,170

11.0

1,037

8.8

27,133

11.1

2∼3년 미만

15,400

6.0

648

5.5

14,752

6.1

3∼4년 미만

9,835

3.9

431

3.7

9,404

3.9

4∼5년 미만

7,706

3.0

328

2.8

7,378

3.0

5∼10년 미만

22,092

8.6

880

7.5

21,212

8.7

10년 이상

21,548

8.4

1,114

9.5

20,434

8.4

6. 업무상 재해유형
전체 대상자의 업무상 재해 유형은 부상이 93.6%, 질병이 6.4%를
차지하였다. 처리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 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2000
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부상 88.0%, 질병 12.0%를 차지하였고, 3년 이
내 처리된 2000년 이후 신청건은 부상 93.9%, 질병이 6.1%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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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표 6-6 참조). 2000년 이전 신청건이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업
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정도 높았다. 이는 3년 이상 소요
된 건들의 업무상 재해 유형의 원인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서 처리기
간이 장기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6-6> 업무상 재해 유형
(단위: 건, %)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업무상 재해

240,827

93.6

10,558

88.0

230,239

93.9

업무상 질병

16,490

6.4

1,443

12.0

15,047

6.1

7. 재해발생형태
전체 대상자의 업무상 재해발생 형태는 감김․끼임(협착) 2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끄러짐․넘어짐(전도)이 15.6%, 떨어짐(추락)이
11.5%, 기타 11.3%, 부딪침(충동) 9.1%, 날아오는 물체에 얻어맞음(낙
하․비례) 7.5%, (사고성)무리한 동작 7.4%, 업무상 질병(뇌혈관)
2.8%, 사업장내 교통사고 2.5%, 직업병(진폐․뇌심혈관 제외) 2.1%,
진폐 1.6%, (사고성)이상온도․기압 접촉 1.3%, 사업장외 교통사고
1.1%, 절단 1.0%,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0.9%, 감전 0.7%,
(사고성)유해물질 접촉․중독․질식 0.4%, 파열 0.3%, 폭발 0.2%, 빠
짐․익사 0.0%의 순이었다.
2000년 이전 신청건의 재해발생형태는 기타가 5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진폐 6.8%, 감김․끼임(협착)이 6.4%, 떨어짐(추락) 4.5%, 미
끄러짐․넘어짐(전도) 3.9%, 업무상 질병 3.2%, (사고성)무리한 동작
3.0%, 날아오는 물체에 얻어맞음(낙하․비례) 2.7%, 사업장내 교통사
고 2.6%, 부딪침(충돌) 2.5%, 직업병(진폐․뇌심혈관 제외) 2.0% 순이
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의 재해발생형태는 감김․끼임(협착)이
2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끄러짐․넘어짐(전도) 16.2%,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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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재해발생형태
(단위: 건, %)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떨어짐(추락)

29,451

11.5

543

4.5

28,908

11.8

미끄러짐․넘어짐(전도)

40,149

15.6

474

3.9

39,675

16.2

부딪침(충돌)

23,297

9.1

306

2.5

22,991

9.4

날아오는 물체에 얻어맞음
19,325
(낙하․비례)

7.5

327

2.7

18,998

7.8

무너짐․내려앉음(붕괴․
도괴)

2,387

0.9

70

0.6

2,317

0.9

56,091

21.8

772

6.4

55,319

22.6

절단

2,596

1.0

7

0.1

2,589

1.0

감전

1,679

0.7

48

0.4

1,631

0.7

폭발

578

0.2

2

0.0

576

0.2

파열

727

0.3

1

0.0

726

0.3

화재

2,797

1.0

75

0.6

2,722

1.1

19,126

7.4

367

3.0

18,759

7.7

(사고성)이상온도․기압
접촉

3,285

1.3

53

0.4

3,232

1.3

(사고성)유해물질 접촉․
중독․질식

958

0.4

15

0.1

943

0.4

76

0.0

-

-

76

0.0

사업장내 교통사고

6,350

2.5

314

2.6

6,036

2.5

사업장외 교통사고

2,820

1.1

5

0.0

2,815

1.2

직업병(진폐․뇌심혈관 제
외)

5,347

2.1

246

2.0

5,101

2.1

진폐

4,064

1.6

816

6.8

3,248

1.3

업무상질병(뇌혈관)

7,079

2.8

381

3.2

6,698

2.7

14

0.0

-

-

14

0.0

29,121

11.3

7,209

59.9

2,1912

8.9

257,317

100.0

14,031

99.7

245,286

100.0

감김․끼임(협착)

(사고성)무리한 동작

빠짐․익사

광산사고
기타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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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11.8%, 부딪침(충돌) 9.4%, 기타 8.9%, 날아오는 물체에 얻어
맞음(낙하․비례) 7.8%, (사고성)무리한 동작 7.7%, 업무상 질병(뇌혈
관) 2.7%, 사업장내 교통사고 2.5%, 직업병(진폐․뇌심혈관 제외)
2.1%, 진폐와 (사고성)이상온도․기압 접촉이 각각 1.3%, 사업장외 교
통사고 1.2%, 화재 1.1%, 절단 1.0% 순이었다(표 6-7 참조).
2000년 이전 신청건은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기타 및 진폐가 차
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기타로 처리한 건이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발생형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
다. 3년 이내에 승인여부를 처리한 건인 2000년 이후 신청건은 2000
년 이전 신청건보다 협착, 전도, 추락에 의한 부상이 많았다. 처리기간
이 3년 이상이 소요된 건이 포함된 건들은 진폐와 같은 업무상 질병
에 의해서 기간이 장기화되었고, 3년 이내 처리된 건들은 업무상 부상
에 의한 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8. 직업병 유형
전체 대상자의 직업병 유형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43.8%로
가장 높았고 진폐가 24.7%,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11.1%,
기타 6.2%, 요통 5.6%, 소음성난청 4.9% 순이었다. 직업병 유형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의 직업병 유형은 진폐(57.0%)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26.7%, 소음성난청이 5.6%, 기타
가 2.7%, 이황화탄소가 1.9%,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1.6%, 석면과 요통이 각각 0.8% 순이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진폐가
21.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12.0%, 기타 6.5%, 요통
6.1%, 소음성난청 4.8% 순으로 나타났다(표 6-8 참조).
직업병 발생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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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처리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된 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2000년 이전 신청건은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진폐가 차지하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당사자간의 분쟁이 많은 직업병 유형이
진폐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표 6-8> 직업병 유형
(단위: 건, %)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N

%

N

%

N

%

7,293

43.8

386

26.7 6,907

62

0.4

9

0.6

53

0.4

4

0.0

-

-

4

0.0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45.5

2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3

이상기압

4

소음성난청

812

4.9

81

5.6

731

4.8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1,849

11.1

23

1.6 1,826

12.0

6

진동장해

45

0.3

1

0.1

44

0.3

7

요통

936

5.6

12

0.8

924

6.1

8

화학물질

73

0.4

8

0.6

65

0.4

9

염화비닐

1

0.0

-

-

1

0.0

10

타르

-

-

-

-

-

-

11

망간

13

0.1

7

0.5

6

0.0

12

연, 연합금

5

0.0

-

-

5

0.0

13

수은, 아말감

4

0.0

-

-

4

0.0

14

크롬

37

0.2

1

0.1

36

0.2

15

카드뮴

6

0.0

-

-

6

0.0

16

벤젠

11

0.1

1

0.1

10

0.0

17

유기농제

53

0.3

5

0.5

48

0.3

18

트리클로로에틸렌

-

-

-

-

-

-

19

디이소시아네이트

12

0.1

1

0.1

11

0.1

20

이황화탄소

92

0.6

28

1.9

64

0.4

21

석면

16

0.1

2

0.1

14

0.1

22

세균, 바이러스

186

1.1

11

0.8

175

1.2

23

진폐

4,102

24.7

830

57.0 3,272

21.5

99

기타

1,029

6.2

39

2.7

99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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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상재해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94.9%였다. 2000년 이전 신청
건에서 승인율은 96.8%, 2000년 이후 신청건의 승인율은 94.8%로 나
타났다(표 6-9 참조). 3년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2000년 이전 신청건은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도 승인율이 상대적
으로 2%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9> 업무상재해 승인율
(단위: 건, %)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승 인

240,478

94.9

11,632

96.8

228,846

94.8

불승인

12,971

5.1

387

3.2

12,584

5.2

10. 처리기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일로부터 공단의 승인여부 결정일
까지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7일 이하가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8∼14일(23.0%), 29∼84일(11.4%), 15∼21일(8.8%), 22∼28일
(5.3%), 730일 초과(3.0%) 순이었다.
2000년 이전 신청건의 처리기간은 2년을 초과한 경우가 68.4%로 가
장 높았고 다음은 266∼730일(8.0%), 29∼84일(7.2%), 8∼14일(4.0%)
순이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은 7일 이하가 48.2%로 가장 높았고 다
음은 8∼14일 23.8%, 29∼84일 11.6%, 15∼21일 사이가 9.1%, 22∼28
일 사이가 5.4% 순으로 나타났다(표 6-10 참조).
이와 같이 2000년 이전 신청건의 76.4%는 업무상 재해판정을 하는
데 1년을 초과하였고 2000년 이후 신청건의 72.0%는 14일 이내에 처
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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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처리기간의 특성
(단위: 건, %)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7일 이하

118,384

46.2

157

1.4

118,227

48.2

8∼14일

58,871

23.0

448

4.0

58,423

23.8

15∼21일

22,637

8.8

278

2.5

22,359

9.1

22∼28일

13,538

5.3

210

1.9

13,328

5.4

29∼84일

29,165

11.4

804

7.2

28,361

11.6

84∼168일

3,580

1.1

305

2.8

3,275

1.3

169∼252일

916

0.4

257

2.3

659

0.3

253∼365일

491

0.2

155

1.4

336

0.1

366∼730일

1,146

0.5

890

8.0

256

0.1

730일 초과

7,651

3.0

7,595

68.4

56

0.0

11. 구제유형
전체 대상건의 1.3%인 3,417건이 구제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었다. 이 중에서 심사제도를 통한 결정이 49.0%로
가장 높았고, 행정소송 28.4%, 재심사제도 22.6%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의 1.0%가 구제제도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되
었다. 이 중 행정소송을 통해 결정된 것은 88.6%로 가장 많았다. 그리
고 2000년 이후 신청건의 1.3%가 구제제도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
중 심사제도 50.5%, 행정소송이 26.3%, 재심사제도 23.2%로 결정되었
다. 2000년 이전 신청건 중 구제제도를 이용한 건 중에서는 행정소송
으로,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는 심사제도를 통하여 업무상 재해인정
승인여부가 결정되었다(표 6-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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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구제유형
(단위: 건, %)

전체(C)
N
심

2000년 이전(A)
%

N

%

2000년 이후(B)
N

%

사

1,676

49.0

9

7.9

1,667

50.5

재심사

771

22.6

4

3.5

767

23.2

행정소송

970

28.4

101

88.6

868

26.3

3,417

100.0

114

100.0

3,211

100.0

전 체

제 2 절 특성별 업무상 재해 승인율

1. 성별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성별 업무상 재해 승인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94.9%,
여성은 94.7%로 남성이 여성보다 0.2% 정도 높았다. 2000년 이전 신
청건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승인율이 0.6% 정도 높았고 2000년 이
후 신청건은 남성이 여성보다 0.2%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표 6-12 참조).
<표 6-12> 성별 승인율
남자

여자

x2
*

전 체(C)

94.9

94.7

2.9271

2000년 이전(A)

96.8

96.2

1.4632

2000년 이후(B)

94.8

94.6

2.0715

주 : *p <0.05 **p <0.001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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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연령별 승인율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18세 미만의 승인율이 9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8∼
24세 97.9%, 25∼29세 97.0%, 30∼34세 96.7%, 35∼39세 96.1%, 40∼
44세 95.9%, 45∼49세 94.8%, 50세 이상 91.9%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45∼49세 승인율이 9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4세와 50세 이상이 각각 97.0%, 18∼24세 96.7%, 35∼39
세 96.4%, 30∼34세 95.0%, 25∼29세 93.9%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은 18세 미만이 9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8∼24세가
97.9%, 30∼34세가 96.7%, 35∼39세 96.1%, 40∼44세 95.8%, 45∼50세
미만이 94.6%, 50세 이상 91.5%의 순이었다(표 6-13 참조). 2000년 이
전 신청건에서는 중장년층 이상의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00
년 이후 신청건에서는 청년층의 승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3> 연령별 승인율
18세
미만

18∼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세
이상

전체(C)

98.2

97.9

97.0

96.7

96.1

95.9

94.8

91.9

2249.2366

2000년
이전(A)

-

96.7

93.9

95.0

96.4

97.0

97.1

97.0

17.2331

2000년
이후(B)

98.2

97.9

97.0

96.7

96.1

95.8

94.6

91.5

2,470.6107***

2

x

**

주 : *p <0.05, **p <0.001, ***p <0.000

3. 업종별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업종별 승인율을 살펴보면 건설업종의 승인율이
9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임․어․농업이 97.4%, 제조업이 96.6%,
기타가 93.2%, 운송창고가 92.7%, 전기․가스․수도가 90.4%, 금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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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81.8%, 광업이 68.5%의 순이었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 건설
업종의 승인율이 9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운송․창고가 97.0%,
광업이 96.5%, 제조업이 96.2%, 임․어․농업이 95.5%, 기타가 94.0%,
전기․가스․수도가 91.9%, 금융보험이 87.5% 순이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도 건설업이 9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임․어․농업이 97.4%, 제조업이 96.6%, 기타가 93.2%, 운송창고가
92.3%, 전기․가스․수도가 90.3%, 금융보험이 81.6%, 광업이 63.2%
순이었다. 건설업 부문은 업무상 부상의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 다툼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광업의 경
우에는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96.5%, 2000년 이후에서는 63.2%로
업종에 따른 승인율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보험업의
경우에서도 2000년 이전 신청건이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상대적으
로 승인율이 높았다.
<표 6-14> 업종별 승인율
금융
보험

광업

제조
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업

운송
창고

임․
어․
농업

기타

전체(C) 81.8

68.5

96.6

90.4

98.2

92.7

97.4

93.2

14,038.2553

2000년
87.5
이전(A)

96.5

96.2

91.9

98.6

97.0

95.5

94.0

116.3443

2000년
81.6
이후(B)

63.2

96.6

90.3

98.1

92.3

97.4

93.2

15,987.1730***

2

x

***

***

주 : *p <0.05 **p <0.001 ***p <0.000

4. 직종별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직종별 업무상 재해 승인율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계조작에 의한 업무가 97.7%로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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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단순노무 96.4%, 농․임․어업 숙련공이 96.0%, 기타가 95.3%,
기술직과 관리직이 95.1%, 전문직과 서비스가 95.0%, 영업직이 92.6%,
사무직이 88.5%, 기능직이 78.5%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는 농․임․어업 숙련공이 100.0%로 모든 건
이 승인되었고, 다음은 기계조작 98.8%, 기타가 98.4%, 단순노무가
97.3%, 기능직과 영업직이 95.7%, 기술직이 95.5%, 관리직이 93.7%,
전문직이 93.6%, 사무직이 91.2%, 서비스직이 88.7% 순이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의 승인율은 기계조작에 의한 업무가 9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순노무가 96.4%, 서비스와 기타, 농․임․어업 숙련
공이 95.3%, 전문직과 관리직이 95.2%, 기술직이 95.1%, 영업직이
92.4%, 사무직이 88.3%, 기능직이 76.5% 순이었다(표 6-15 참조).
<표 6-15> 직종별 승인율
농임
관리 전문 기술 사무 서비 영업
기능 기계 단순
어업
기타
직
직
직
직
스
직
직 조작 노무
숙련

2

x

전체(C) 95.1

95.0

95.1

88.5

95.0

92.6

78.5

97.7

96.4

95.3 6,866.9414***

2000년
93.7
이전(A)

93.6

95.5

91.2

88.7

95.7 100.0 95.7

98.8

97.3

98.4 88.9977

2000년
95.2
이후(B)

95.2

95.1

88.3

95.3

92.4

97.5

96.4

95.3 7,392.3489

96.0

95.3

76.5

***

***

주 : *p <0.05, **p <0.001, ***p <0.000

5. 근속기간별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근속기간별 승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6개월 미만이 9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6개월∼1년 미만이
95.9%, 1∼2년 94.9%, 2∼3년 94.1%, 3∼4년 93.8%, 4∼5년 92.9%,
5∼10년 91.4%, 10년 이상 85.7%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6개월 미만이 98.2%로 가장 높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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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2년 미만이 97.4%, 6개월∼1년 미만이 96.4%, 4∼5년 96.3%,
2∼3년 95.7%, 3∼4년 94.9%, 5∼10년 93.3%, 10년 이상 93.2% 순이
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도 마찬가지로 6개월 미만이 9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6개월∼1년 미만이 65.6%, 1∼2년 미만이 94.8%, 2∼3
년 94.0%, 3∼4년 93.7%, 4∼5년 92.7%, 5∼10년 91.4%, 10년 이상
8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이전 신청건은 2000년 이후 신
청건과 비교하여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승인율
이 높아졌다(표 6-16 참조).
<표 6-16> 근속기간별 승인율
6월미만

6월∼
10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년
이상

2

x

전체

97.6

95.9

94.9

94.1

93.8

92.9

91.4

85.7

6,519.2224***

2000년
이전(A)

98.2

96.4

97.4

95.7

94.9

96.3

93.3

93.2

131.3568***

2000년
이후(B)

97.6

95.6

94.8

94.0

93.7

92.7

91.4

85.3

6,433.7154***

주 : *p <0.05, **p <0.001, ***p <0.000

6.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재해발생 형태별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광산사고의 경우 신청건 100.0%가 승인되었고,
다음은 협착 99.7%, 절단과 이상온도 각 99.5%, 붕괴와 낙하 각
99.3%, 감전 99.2%, 폭발 99.0%, 화재 98.8%, 파열과 추락 각 98.5%,
충돌 98.4%, 전도 97.5%, 유해물질 96.2% 무리한 동작 94.5%, 교통사
고(내) 92.5%, 교통사고(외) 89.5%, 기타 89.2%, 빠짐․익사 86.7%, 직
업병 75.8%, 업무상질병 69.5%, 진폐 39.7% 순으로 업무상 부상의 경
우보다 직업병의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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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절단, 감전, 폭발, 파열, 화재, 이상온도,
교통사고(외)에 의한 사고는 100.0% 승인되었고, 다음은 낙하가
99.4%, 협착 99.0%, 붕괴 98.6%, 충돌 97.4%, 기타 95.6%, 추락
95.0%, 전도 93.4%, 무리한 동작 92.8%, 진폐 92.5%, 교통사고(내)
92.4%, 유해물질 86.7%,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 83.7% 순으로 승인하
였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 광산사고에 의한 건은 100.0% 승인이 이루
어졌고 다음은 폭발 99.9%, 협착 99.7%, 절단 99.5%, 이상온도 99.4%,
낙하와 붕괴 99.3%, 감전 99.1%, 화재 98.7%, 파열과 추락 98.5%, 충
돌 98.4%, 전도 97.5%, 유해물질 96.4%, 무리한 동작 94.5%, 교통사고
(내) 92.5%, 교통사고(외) 89.5%, 빠짐․익사 86.7%, 기타 86%, 직업
병 75.3%, 업무상 질병 68.7%, 진폐 26.4% 순으로 나타났다(표 6-17
참조).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진폐에 의한 승인율은 2000년 이전 신청건
이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추락을 비롯한 무리
한 동작, 유해물질에 의한 승인율은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 승인율이
높았다.
<표 6-17> 재해발생형태별 승인율
추
락
전체
(C)

전
도

충
돌

낙
하

붕 협
괴 착

절
단

감
전

폭
발

파
열

화
재

무리
빠짐 교통 교통
업무
이상 유해
직업
광산
한
․ 사고 사고
진폐 상질
기타
온도 물질
병
사고
동작
익사 (내) (외)
병

x2

98.5 97.5 98.4 99.3 99.3 99.7 99.5 99.2 99.0 98.5 98.8 94.5 99.5 96.2 86.7 92.5 89.5 75.8 39.7 69.5 100.0 89.2 46,460.4146***

2000년
95.0 93.4 97.4 99.4 98.6 99.0 100.0 100.0 100.0 100.0 100.0 92.8 100.0 86.7 이전(A)

92.4 100.0 85.7 92.5 83.7

- 95.6 518.5356***

2000년
98.5 97.5 98.4 99.3 99.3 99.7 99.5 99.1 99.9 98.5 98.7 94.5 99.4 96.4 86.7 92.5 89.5 75.3 26.4 68.7 100.0 86.0 52,995.6819***
이후(B)

주 : *p <0.05 **p <0.001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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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디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직업병 신청은 100.0% 승인하였고,
다음은 진동장해 97.7%,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직
업별 신청은 승인율이 90.3%이였다. 크롬 86.5%, 소음성난청 85.8%,
카드뮴 83.3%, 요통 81.2%, 망간 76.9%, 수은․아말감과 이상기압 각
75.0%, 유기농제 70.0%,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69.4%, 벤젠
63.6%, 세균․바이러스 63.4%,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63.3%, 석면
62.5%, 화학물질 61.2%, 연․연합금 60.0%, 이황화탄소 59.8%, 기타
44.8%, 진폐 40.1% 순으로, 진폐에 의한 승인율은 매우 낮았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 크롬, 벤젠, 유기농제, 디이소시아네이트,
이황화탄소, 석면, 진동장해에 의한 직업병 신청은 100.0% 승인하였
고, 다음으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95.7%, 진폐 92.7%,
세균․바이러스 90.9%의 승인율을 보였다. 또한 망간 84.7%,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83.6%, 요통 83.3%, 소음성난청 81.3%, 화학물질
75.0%, 기타 74.4%,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66.7%이였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 디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직업병 신청은
100.0% 승인하였고, 다음은 진동장해 97.6%,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90.2%, 소음성난청 86.3%, 크롬 86.1%, 카드뮴 83.3%, 요통
81.2%, 이상기압과 수은․아말감 각 75.0%,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
환 68.6%, 망간과 유기농제 66.7%,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62.8%, 세
균․바이러스 61.6%, 연․연합금과 벤젠 각 60.0%, 화학물질 59.3%,
석면 57.1%, 기타 43.6%, 이황화탄소 42.2% 순으로 나타났고 진폐에
의한 직업병 승인율은 26.9%로 가장 낮았다(표 6-18 참조).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 소음성난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병의
승인율은 2000년 이후 신청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폐의 경우
에는 2000년 이후 신청건은 26.9%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지만,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92.7%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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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69.4

83.6

68.6

2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63.3

66.7

62.8

3

이상기압

75.0

-

75.0

4

소음성난청

85.8

81.3

86.3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90.3

95.7

90.2

6

진동장해

97.7

100.0

97.6

7

요통

81.2

83.3

81.2

8

화학물질

61.2

75.0

59.3

9

염화비닐

-

-

-

10

타르

-

-

-

11

망간

76.9

84.7

66.7

12

연, 연합금

60.0

-

60.0

13

수은, 아말감

75.0

-

75.0

14

크롬

86.5

15

카드뮴

83.3

16

벤젠

63.6

100.0

60.0

17

유기농제

70.0

100.0

66.7

18

트리클로로에틸렌

-

19

디이소시아네이트

100.0

100.0

100.0

20

이황화탄소

59.8

100.0

42.2

21

석면

62.5

100.0

57.1

22

세균, 바이러스

63.4

90.9

61.6

23

진폐

40.2

92.7

26.9

99

기타

74.4

43.6

100.0
-

x

주 : *p <0.05 **p <0.001 ***p <0.000

83.3

-

44.8
2

***

2,106.0466

86.1

-

***

48.5451

***

2,91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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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리기간별 승인율
전체 대상자의 처리기간에 따른 승인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건의 승인율은 99.3%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8∼14일이 98.3%, 7일 이하가 96.6%, 15∼
21일 95.7%, 366∼730일 94.5%, 22∼28일 91.5%, 169∼252일 82.5%,
29∼84일 82.8%, 253∼365일 81.7%, 85∼168일 75.1% 순이었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소요된 건들은 99.3%의
승인율을 보였다. 다음은 8∼14일이 97.8%, 7일 이하 93.6%, 366∼730
일 94.6%, 22∼28일 91.5%, 169∼252일 82.5%, 29∼84일 82.8%, 253∼
365일 81.7%, 85∼168일 75.1%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 처리기간이 8∼14일 이내 소요된 건들의
승인율은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7일 이하가 96.6%,
15∼21일 95.7%, 730일 초과 94.6%, 22∼28일 91.6%, 366∼730일
87.5%, 29∼84일 82.9%, 253∼365일 80.0%, 169∼252일 78.9%, 85∼
168일 73.8% 순으로 나타났다(표 6-19 참조).
이와 같이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2년 이상이 소요된 건들의 승
인율이 높은 반면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는 처리기간이 14일 이내
소요된 건들의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19> 처리기간별 승인율
7일 8∼14 15∼ 22∼ 29∼ 85∼ 169∼ 253∼ 366∼ 730일
이하 일 21일 28일 84일 168일 252일 365일 730일 초과

2

x

***

전체(C) 96.6 98.3 95.7 91.5 82.8

75.1

82.5

81.7

94.6

99.3 14,254.6535

2000년
93.6 97.8 95.7 86.7 81.6
이전(A)

87.8

91.1

85.2

96.5

99.3 964.7576

2000년
96.6 98.3 95.7 91.6 82.9
이후(B)

73.8

78.9

80.0

87.5

94.6 13,555.7712***

주 : *p <0.05 **p <0.001 ***p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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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특성별 처리기간

1. 성별 처리기간
전체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처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184.1일, 여성은 166.0일로 남성이 여성보다 업무상 재
해를 판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었다. 2000년 이전 신청건의 경
우 남성과 여성 모두 10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통계치의 정확성 여
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
는 여성이 16.1일, 남성이 15.8일이 소요되었다(표 6-20 참조).
<표 6-20> 성별 처리기간
남자

여자

t-value

M(SD)

M(SD)

전체(C)

184.1
(971.0)

166.0
(918.2)

1.12

2000년 이전(A)

3,790.6
(2,742.0)

3,822.6
(2,734.7)

1.01

2000년 이후(B)

15.8
(30.2)

16.1
(32.8)

***

1.18***

주 : *p <0.05 **p <0.001 ***p <0.000

2. 연령별 처리기간
전체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처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처리기간이 292일
로 가장 길게 소요되었고 다음은 45∼49세가 237.9일, 40∼44세 213.7
일, 35∼39세 142.6일, 30∼34세 33.1일, 18세 미만 17.1일, 2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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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일, 18∼24세 14.4일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처리기
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도 50세 이상이 4,171.4로 가장 길게 소요되
었고, 다음은 45∼49세가 4,137.5일, 40∼44세 4,049.2일, 35∼39세
3,489.1일, 30∼34세 1,095.0일, 25∼29세 286.6일, 18∼24세 212.6일 순
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5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
업무상 재해인정 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었다. 2000년 이후 신
청건은 18세 미만은 17.1일, 50세 이상은 17일이 소요되어 장년층의
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었고 45∼49세 16.9일, 40∼44세 16.1일,
35∼39세 15.9일, 30∼34세 14.9일, 25∼29세 13.9일, 18∼24세 12.6일
순으로 나타났다(표 6-21 참조).
<표 6-21> 연령별 처리기간
18세미만 18∼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세이상

F

33.1
(277.8)

142.6
213.7
237.9
292.1
***
463.52
(833.1) (1,048.3) (1,113.8) (1,237.9)

전체(C)

17.1
(21.3)

14.4
(45.4)

17.0
(21.3)

2000년
이전(A)

-

212.6
(380.6)

286.6 1,095.0 3,489.1 4,049.2 4,137.5 4,171.4
***
256.68
(460.9) (1,845.8) (2,716.9) (2,636.6) (2,654.9) (2,646.2)

2000년
이후(B)

17.1
(21.3)

12.6
(19.2)

13.9
(21.8)

14.9
(24.7)

15.9
(27.7)

16.1
(30.0)

16.9
(33.9)

17.0
(36.7)

61.57***

주 : *p <0.05, **p <0.001, ***p <0.000

3. 업종별 처리기간
전체 대상자의 업종에 따른 처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업종별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광업은 417.9일, 건설업은 348.4
일이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운송창고업 347.0일, 전기․가스․수도업
180.6일, 기타 119.0일, 제조업 87.2일, 임․어․농업 42.2일, 금융보험
30.7일 순이었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 건설업이 4,471.5일로 처리기간이 가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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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소요되었고, 다음은 운송창고 4,385.3일, 광업 4,308.2일, 기타
3,489.8일, 제조업 2,710.7일, 전기․가스․수도 2,024.7일, 임․어․농업
1,422.7일, 금융보험 316.8일이 소요되었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에는 금융보험업이 22.9로 가장 길게 소요되었고 다음으로 운송창고
18.5일, 전기․가스․수도 17.4일, 기타 16.5일, 건설업 16.0일, 제조업
15.1일, 광업 14.5일, 임․어․농업 11.8일이 소요되었다(표 6-22 참
조).
<표 6-22> 업종별 처리기간
금융
보험
전 체(C)

광업

제조업

전기가
건설업
스수도

운송
창고

임․어
․농업

30.7
417.9
87.2
180.6
348.4
347.0
42.2
(77.4) (1,485.3) (624.3) (913.0) (1,346.0) (1,358.6) (420.0)

기타

F

119.0
(771.5)

602.72***

2000년 316.8 4,308.2 2,710.7 2,024.7 4,471.5 4,385.3 1,422.7 3,489.8
이전(A) (289.9) (2,594.5) 92,731.3) (2,587.4) (2,430.7) (2,625.6) (2,587.4) (2,903.1)

156.3

2000년 22.9
이후(B) (39.9)

62.28

14.5
(72.3)

15.1
(29.5)

17.4
(34.1)

16.0
(26.2)

18.5
(31.0)

11.8
(22.1)

16.5
(28.2)

***

***

주 : *p <0.05, **p <0.001, ***p <0.000

4. 직종별 처리기간
전체 대상자의 직종에 따른 처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능직의 업무상 재해 판정기간이 493.0일로 가장 길게 소요
되었다. 다음은 전문직 383.4일, 영업직 345.4일, 기계조작 341.0일, 단
순노무 336.7일, 농․임․어업 숙련 187.2일, 사무직 132.7일, 기술직
66.4일, 서비스 66.1일, 관리직 51.5일, 기타 16.0일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기능직이 4,805.0일로 가장 길게 소요되
었고, 영업직 4,131.0일, 단순노무 4,067.1일, 농․임․어업 숙련 3,723.0
일, 기계조작 3,685.4일, 전문직 2,710.9일, 기타 1,941.6일, 사무직
1,815.7일, 기술직 1,289.6일, 서비스 1,109.6일, 관리직 1,441.2일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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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는 사무직이 22.3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은 전문직 19.9일, 관리직 18.0일, 서비스 17.0일, 농․임․어업 숙
련 16.8일, 영업직 16.5일, 기계조작 15.9일, 기타 15.7일, 단순노무 15.6
일, 기술직 14.1일, 기능직 14.0일 정도 소요되었다(표 6-23 참조).
<표 6-23> 직종별 처리기간

농․임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 영업직 ․어업 기능직
숙련
전 체(C)

기계
조작

단순
노무

기타

F

51.5
383.4
66.4
132.7
66.1
345.4 187.2 493.0 341.0 336.7
(332.7) (1,402.1) (524.0) (752.9) (437.8) (1,357.4) (1080.4) (1,635.9) (1,338.4) (1,323)

16.0
(40.0)

796.15***

2000년 865.6 2,710.9 1,289.6 1,815.7 1,109.6 4,131.0 3,723.0 4,805.0 3,685.4 4,067.1 1,941.6
***
170.15
이전(A) (1,441.2) (2,894.0) (2,269.0) (2,487.1) (1,780.0) (2733.6) (3,719.3) (2,468.1) (2,818.7) (2,641.4) (1,521.0)
2000년
이후(B)

18.0
(37.2)

19.9
(53.2)

14.1
(34.4)

22.3
(44.3)

17.0
(24.8)

16.5
(31.4)

16.8
(41.0)

14.0
(50.9)

15.9
(33.3)

15.6
(32.4)

15.7
(23.5)

31.69***

주 : *p <0.05, **p <0.001, ***p <0.000

5.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전체 대상자의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기타에 의한 경우가 1,333.5일로 가장 길게 소요되었고,
다음은 진폐가 89.1일로서 업무상 재해 판정받는 데 3개월 가까이 소
요되었다. 이상온도로 인한 경우가 68.5일, 직업병은 66.4일, 업무상 질
병 57.1일, 교통사고(내) 45.7일, 낙하 42.1일, 붕괴 39.3일, 무리한 동작
37.0일, 충돌 32.8, 감전 29.3일, 화재 28.1일, 추락 27.6일, 교통사고(외)
24.3일, 협착 23.5일, 유해물질 19.7일, 전도 17.2일로서 모두 2주 이상
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절단 10.2일, 파열 10.6일, 폭발 10.5일, 빠짐․
익사 10.4일, 광산사고 8.9일이 소요되었다.
2000년 이전에도 기타의 경우가 5,338.5로 가장 길게 소요되었고, 다
음은 이상온도 3,899.8일, 낙하 1,938.8일, 충돌 1,649.2일, 협착 1,082.7
일, 진폐 1,008.4일, 붕괴 955.5일, 추락 812.8일, 무리한 동작 78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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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643.9일, 감전 635.9일, 교통사고(내) 432.9일, 전도 419.5일, 직업
병 381.7일, 업무상 질병 366.3일, 유해물질 364.1일 순으로 직업병을
판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의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판정하는 53.9일이 소
요되었고, 다음은 업무상 질병 39.8일, 교통사고(내) 25.7일, 교통사고
(외) 24.3일, 무리한 동작 23.8일, 진폐 22.8일, 기타 19.8일, 추락 14.3
일, 유해물질 14.2일로서 재해발생형태에 따른 판정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었다. 붕괴 13.2일, 충돌 12.9일, 전도 12.8일, 낙하 12.0일, 감전
11.9일, 화재 11.4일, 파열 10.6일, 폭발 10.5일, 빠짐․익사 10.4일, 협
착과 절단 각 10.1일, 이상온도 9.3일, 광산사고 8.9일 정도 소요되어
업무상 부상이 명백한 재해발생 형태의 경우 14일 이내 기간이 소요
되었다(표 6-24 참조).
<표 6-24> 재해발생형태별 처리기간
추
락

전
도

충
돌

낙
하

붕
괴

협
착

절
단

감
전

폭
발

파
열

화
재

빠짐
무리한 이상 유해
․
동작 온도 물질
익사

교통
사고
(내)

교통
사고
(외)

직
업
병

진
폐

업무상 광산
질병 사고

기타

F

전체

27.6 17.2 32.8 42.1 39.3 23.5 10.18 29.3 10.5 10.6 28.1 37.0 68.5 19.7 10.4 45.7 24.3 66.4 89.1 57.1
8.9 1,333.5
2,809.44***
(227.1) (125.7) (350.2) (429.5) (345.4) (271.4) (11.1) (208.1) (12.1) (12.0) (211.0) (258.8) (610.5) (87.6) 3.217) (217.3) (25.2) (116.4) (374.4) (121.5) (13.4) (2,443.4)

2000년
이전

812.8 419.5 1,649.2 1,938.8 955.5 1,082.7
(1,562.0) (1,126.3) (2,725.8) (2,859.2) (1,865.0) (2,178.8)

2000년
이후

-

635.9
(1,085.7)

-

643.9 780.6 3,899.8 364.1
432.9
(1,136.6) (1,794.9) (3,119.4) (585.9)
(878.1)

-

381.7 1,008.4 366.3
(383.8) (1,022.7) (372.7)

-

5,338.5
1,150.84***
(1,8)

14.3 12.8 12.9 12.0 13.2 10.1 10.1 11.9 10.5 10.6 11.4 23.8 9.3
14.2 10.4 25.7 24.3 53.9 22.8 39.8
8.9 19.8
919.14***
(23.5) (20.4) (21.5) (20.4) (21.2) (18.8) (11.1) (18.0) (12.1) (12.0) (22.2) (30.9) (17.4) (27.8) (23.2) (43.7) (25.2) (64.6) (99.6) (47.0) (13.4) (41.7)

주 : *p <0.05, **p <0.001, ***p <0.000

6.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전체 대상자의 직업병 유형에 따른 처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망간에 의한 직업병을 판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603.4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은 이황화탄소 271.7일, 석면 245.6일, 카
드뮴 209.0일, 염화비닐 171.0일, 유기농제 139.9일, 화학물질 135.8일,
벤젠 121.7일,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과 크롬에 의한 직업병은 각
106.7일, 진폐 89.6일, 기타 85.8일, 디이소시아네이트 80.6일, 소음성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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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전체(C)

2000년 이전(A) 2000년 이후(B)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57.2(121.9)

372.8(376.5)

40.0(46.9)

2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106.7(198.0)

441.8(373.2)

49.8(42.8)

3

이상기압

42.0(34.3)

-

42.0(34.3)

4

소음성난청

79.0(115.9)

274.0(224.9)

57.7(69.3)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43.8(45.6)

151.1(190.5)

42.6(39.3)

6

진동장해

48.5(77.5)

113.0(-)

47.0(77.8)

7

요통

46.3(73.3)

482.8(323.0)

41.1(44.9)

8

화학물질

135.8(172.1)

420.3(367.1)

100.8(85.0)

9

염화비닐

171.0(-)

-

171.0(-)

10

타르

-

-

-

11

망간

603.4(586.9)

1,056.7(408.4)

74.5(55.4)

12

연, 연합금

63.6(62.6)

-

63.6(62.6)

13

수은, 아말감

58.0(39.2)

-

58.0(39.2)

14

크롬

106.7(87.9)

100.0(-)

106.9(89.2)

15

카드뮴

209.0(20.5)

-

209.0(20.5)

16

벤젠

121.7(165.9)

32.0(-)

130.7(172.0)

17

유기농제

103.9(95.4)

76.6(51.1)

106.7(98.8)

18

트리클로로에틸렌

-

-

-

19

디이소시아네이트

80.6(71.7)

266.0(-)

63.7(43.7)

20

이황화탄소

271.7(116.0)

1,062(-)

259.3(60.0)

21

석면

245.6(285.0)

653.5(655.5)

187.4(177.3)

22

세균, 바이러스

54.9(140.1)

349.7(494.0)

36.4(31.6)

23

진폐

89.6(375.7)

1,015.4(1,025.4)

23.1(100.3)

99

기타

85.8(237.0)

660.1(1,026.8)

23.1(100.3)

F
주 : *p <0.05, **p <0.001, ***p <0.000

***

13.23

***

10.96

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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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79.0일, 연․연합금 63.6일, 수은․아말감 58.0일,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57.2일, 세균․바이러스 54.9일, 진동장해 48.5일, 요통 46.3
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43.8일, 이상기압 42.0일 순으로
직업병을 판정하는 데 소요되었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망간의 경우가 1,056.7로 가장 길게 소요
되었고 다음은 이황화탄소 1,062.0일, 진폐 1,015.4일, 기타 660.1일, 석
면 653.5일, 요통 482.8일,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441.8일, 화학물질
420.3일,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376.5일로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세균․바이러스 349.7일, 소음성난청 274.0일, 디이소시아네이트 266.0
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151.1일, 진동장해 113.0일, 크롬
100.0일, 유기농제 76.6일, 벤젠 32.0일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신청건의 평균처리기간은 이황화탄소가 259.3일로 가
장 길었고, 다음으로 카드뮴 209.0일, 석면 187.4일, 염화비닐 171.0일,
벤젠 130.7일, 크롬 106.9일, 유기농제 106.7일, 화학물질 100.8일, 망간
74.5일, 디이소시아네이트 63.7일, 연․연합금 63.6일, 수은․아말감
58.0일, 소음성난청 57.7일,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49.8일, 진동장해
47.0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42.6일, 이상기압 42.0일, 요
통 41.1일,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40.0일, 세균․바이러스 36.4일,
진폐 23.1일이 소요되었다(표 6-25 참조).

7. 승인별 처리기간
전체 대상자의 승인유형에 따른 처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업무상 재해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처리기간이 188.4일 정
도 소요되었고 불승인으로 판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43.0일이었다.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는 데 소요된 기간
은 3,900.4일이 걸렸고, 불승인으로 판정하는 데는 314.6일이 소요되었
다. 2000년 이후 신청건에서는 업무상 재해 승인을 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14.5일이 걸렸고, 불승인으로 결정하는 데 35일이 소요되었다
(표 6-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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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승인여부별 처리기간
승인

불승인

t

전 체(C)

188.4 (987.5)

43.0 (133.7)

280.65***

2000년 이전(A)

3,900.4 (2,710.3)

314.6 (685.2)

649.64

2000년 이후(B)

14.5 (28.5)

35.0 (48.0)

5,632.58

***
***

주 : *p <0.05, **p <0.001, ***p <0.000

제 4 절 시사점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에 업무
상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한 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남성의 비중이 높았고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산업, 건
설업 순으로 많았고, 직종의 경우 기타직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았다.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자에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1∼2년 미만자가 많았다. 업무상 재해유형은 업무상 부
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업무상 재해발생 형태에 있어서 감
김․끼임(협착)에 의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직업병 유형에서는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폐,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요통, 소음성 난청 순이었다.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94.9%였으며
69.2%가 14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판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구제제도
를 이용하여 승인여부가 판정된 건들 중에서 과반수 가까이가 심사제
도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되었다.
대상자 특성별 승인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18세
미만의 승인율이 98.2%로 가장 높았으며, 50세 이상자의 승인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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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았다. 업종별 승인율은 건설업이 98.2%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
업이 81.8%로 가장 낮았다. 직종별로 보면 기계조작에 의한 승인율이
97.7%로 가장 높고, 기능직이 78.5%로 가장 낮았다. 근속기간별로 살
펴보면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의 승인율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
상된 숙련근로자의 승인율이 가장 낮았다.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은
광산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모두 승인하였으나 진폐에 의한 경우
10명 중에 4명만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 직업병 유형에 따라 살펴
보면 디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직업병은 100% 모두 인정되었고, 진폐
로 인한 직업병 승인율은 가장 낮았다. 처리기간에 따른 승인율을 살
펴보면 12주에서 24주가 소요된 기간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율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 특성별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소요되었
고,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업무상 재해를 판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가장 길었다. 재해발생형태별 처리기간은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폐를 업무상 재해를 판정하는 데 3개월 가까이 가장 오래 소요되었
다. 업무상 부상임이 명확한 절단이나 파열, 폭발, 빠짐 및 익사, 광산
사고에 의한 업무상재해 판정기간은 2주 이내에 결정되었다. 업종에
따른 처리기간은 광업에서 가장 오래 걸렸고,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짧
게 걸렸다.
50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승인율이 낮고
판정을 위한 처리기간도 가장 오래 소요되었으며, 광업분야에서 진폐
에 의한 판정은 승인율도 낮고 판정기간도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
타나 향후 진폐판정과 관련하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을 세부
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 이전 신청건에서 96.8%의 승인율을 보이고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건이 68.4%를 차지하였다.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판
정 처리기간이 11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상의 오류인지, 장기간 처리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해발생 형태에 있어서는 기타 건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재해발생 형태애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불충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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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분석의 오류를 남기고 이러한 오류는 산재보험제도의 정책방
향을 결정하는 데 혼선을 주게 된다. 산재보험제도의 정보시스템에 대
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를 비롯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근
속자의 직업병을 판정하는 데 업무상 재해판정 처리기간이 1년 이상
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송
사과정을 통하여 근로자측의 승소사례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
를 낳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1년 이상의 처리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
비 및 근로손실에 따른 임금결손에 의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으며, 산업재해 인정에 따른 사
업주와의 마찰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치료종료 후의 근로자 사
회복귀에 어려움까지 파급된다.
따라서 최초요양 신청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운영상의 경
직성이나 행정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처리기간이 장
기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보험자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에 따른 시급
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산재보험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신속하
고 공정한 보상을 시행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산재보험제도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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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법학적 고찰

1. 산재보험급여의 규범적 환경
가. 보험방식을 통한 사회보장
후기 산업사회의 인간은 탈종교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고립된
개별자의 모습을 띤다. 사회 전체의 물질적 조건은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작용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개별적 인간은
각종의 위험, 가난, 사고,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혹은 사회화된 위험
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종래 인간생활을 둘러싼 이러한 위험은
가족제도를 통해 또 종교 기타 단체에 의한 구빈과 자선활동을 통해
커버되어 왔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이 기능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이
국가로 전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근대 이후 주요 입헌국가들은
사회보장이라는 틀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다시 사회
보장의 책무는 사회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이행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재산권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하에 생

25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활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혁적으로 재산권
보장은 정치운동으로서 자유주의의 핵심적 과제로서 근대입헌국가에
서 선결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수급권은 20세기 이후 등장한 기본권으로서, 현재의 법적 상
태에 대한 존속적 보호를 기본적 성격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입
법자에게 그 실체의 형성이 맡겨진 은급적인 성격을 가진 결과로서
수급자의 국가 등에 대한 청구권, 즉 채권적 실체를 가진다.
자유시장경제(free, private market economy)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의 경우 사회보장의 대표적 수단은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국가 기
타 공동체가 보험방식을 의지하여 사회보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의 기본적 기법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인을 결
집시켜 각자의 위험을 피보험자 전체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전
가와 분산을 그 요체로 한다. 즉 보험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
여 그리고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Einer für alle, alle für einen)’이
라는 시스템을 그 본질로 하게 된다. 사회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위험을 당해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대비
하기 위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성격에 근본적으로 친근한 면모를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 생존배려적 국가관에 의할 경우, 빈곤이나 질병
그리고 무지와 나태 등의 악을 개인적 영역에 일임하지 않고 구조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연대적 접근방법이 증
대하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 또한 사회안전을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정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존을 배려하여 사회의 안정
과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국가의 관념이 일반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축약적인 산업화과정이 진전되면서,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빈발하는 산업재해의 합리적 처
리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배려,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곤층,
특히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보호, 일반적 문제로서 의료급여의 보장
문제 등의 문제가 그때그때 분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많은 입법 중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입법을 살펴보면, 196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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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1963년의 군인연금법,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 제정되었다. 1963년 임의적용 방식을 채용하던 건강보험법은 1977
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하여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88년에는 국민연금제가 실시되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되
었으며, 1995년에는 고용보험이 도입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의
기본적 체계는 구축되었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실질과 외연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7월 현재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확충에 대한 근본
적 도전은, 범세계적인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경제성장이 지
속적으로 둔화되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사실에서 연역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경제가 팽창하고 재정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은 상대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1997
년 말 이래 경기의 급격한 하강과 더불어 실업자와 퇴직자가 급증하
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위축되어 각종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의 염출은 더욱 부담스러운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의 금융 및 실물부문 위기에 따른 경제의 전반적 구조조정 과
정에서 소위 신자유주의로 지칭되는 보수적 시장경제원리가 IMF와의
양해각서를 근거로 대안 없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 사회보장과 관련
된 오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산재급여를 포함한 사회보험급여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의 실정법 질서를 하나의 통일된 규범의 체계로 전제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적 근거하에 사회보장법의 일부를 구성한
다. 사회보장법은 흔히 사회보험법과 공적부조법, 그리고 사회복지법
으로 구분되는바, 사회보험은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하는 헌법 제34조
에서 헌법적 근거를 확인하게 된다. 즉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는바(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의 이러한 의
무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입법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국민은 사회복지에 관한 수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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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수급권은 물론 이 중의 일부를 구성한다.
사회보험 수급권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노력
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나가는 청구권이다. 물론 산재급여를 포함한 사
회보험 수급권은 본질적으로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래
국민 각자의 국가 혹은 산재업무를 수여받은 공법인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보험 수급권이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노력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가는 청구권이라고 함은
사회보험 수급권의 내용이 헌법적으로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즉 산재보험을 포함
한 사회보험 수급권은 입법자가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필요
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다시 말해 사회보험에 관한 각
종 입법에 의해 그 내용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청구권이 된
다.
그러나 입법자의 사회보험 수급권의 조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입법자가 국민의 사회보험 수급권의 내용을 새로이 결정하거나 기
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형성할 수 없으며,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헌법적 원리에 의해 구속을
받는 것이다87).
사회보험 수급권이 본질적으로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데 대해서
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수급권의 공법적 성격은 이의 구체적 실현과
정, 각종 사회보험에 관한 입법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바,
그 단적인 징표가 바로 강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예컨대 산재보험법
제7조, 제11조).
일반 영리보험의 경우 사인의 경제생활관계에 대한 자율적 형성과
자기책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즉 사회생활상의 위험에 처한 자는 이
위험을 보험사업자에게 전가하고, 보험사업자는 위험인수의 대가로서
일정한 보험료를 반대급부로서 수령하게 되며, 양자 사이의 관계는 사
적자치가 지배하게 된다. 즉 보험가입 여부는 임의이며, 보험료나 보
87) 헌법재판소,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 제11권,
2000.12,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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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급여의 내용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흥정에 달려 있다.
이처럼 임의보험에서 계약자유가 지배하는 것에 비해,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험가
입이 강제되고, 보험요율도 법적 근거하에 획일적으로 책정되며, 보험
급여의 종류와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그 내용이 결정되어 사
적자치가 제약된다. 사회보험 수급권의 공법적 성질은 사회보험 운용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가 담당하는 점에서도 드러나며, 산재보
험 수급권의 양도 또는 압류에 대한 금지 역시 마찬가지이다(산재보
험법 제55조 제2항).
이와 같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기본적 성격이 공법적임은 분명
하나, 특히 산재사고를 통해 구체화된 산재급여 수령권은 재산적 이익
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성의 인정 여부에 관해 헌법적인
논란이 있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재산, 예컨
대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채권 등에 대한 현존상태의 보장을 의미하
는 데 비해, 사회보험 수급권은 국가의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 증진
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급부청구권으로서 산재사고와
같은 일정한 사실 또는 행위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하는 일종의 기대
권이자 완전한 형태의 재산권이라고 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추상적이든 구체화된 것이든 사회보험 수급권이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점은 분명하고, 헌법적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회보험 수급권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 말해 일반적인 재산권과 차별적으
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로 축약된다(헌법 제23조 제3항 참
조)88).

88)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는 헌법재판소 2000.6.29.선고 99헌마289 판
결; 헌재 1994.6.30. 92헌가9, 판례집 6-1, 543, 550; 헌재 1995.7.21. 94헌바27등,
판례집 7-2, 82, 90; 헌재 1996.10.4. 96헌가6, 판례집 8-2, 308, 329; 헌재
1999.4.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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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급여의 종류와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법형식상 두 단계의 보호목적을 가지고 있
다. 보험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로 일차적으로는 피보험자인 사업주를
보호하고,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커버함으로
써 이차적으로는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러나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상 산재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제도적 과제라 할 것이다. 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
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분산, 경감시키게 된다.
산재보험의 제도적 목적은 현행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급여를
살펴볼 때 뚜렷하게 확인된다. 산재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손실을 보전하면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법이
정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
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이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38조 제1항), 이들의 성격을 크게 분류하면 의료보장, 실비보
장, 단기적 소득보장, 장기적 소득보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급
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병원 등의
설비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보상급
여를 말한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나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
급받는 예외가 있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지급되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휴업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임금의 상실을 보상
하기 위해 지급되는 단기급여로서 소득손실을 전보해 주는 금전급부
의 성격을 가진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
전이 지급되나, 최저임금액을 급여의 하한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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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동 제41조 제3항).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
가 잔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기적인 임금대체급여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과 그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간병급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이는 요
양급여의 일종인 간병급여와는 별도로 치유 후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상병보
상연금이란 요양급여가 개시된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 또는 부상
이 치유되지 않고 일정한 폐질상태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있는 경
우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장
의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소비된 장례와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산재급여이다.
나아가서 산해보험의 순수한 보험급여 이외에 두 가지 특별급여 제
도가 있다. 즉 보험급여 이외에 수급권자의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
배상청구를 산재보험에 의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사대불제
도로서 장해특별급여와 유족급여 제도가 있다. 즉 장해특별급여란 사
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이다.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
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
여 지급받는 보험급여이다. 이들 급여액은 사업주로부터 회수하게 된
다.

라. 산재급여와 민사배상 및 기타 사회보험급여의 상호관계
산재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
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며(이 경우 장해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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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
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반대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
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
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
는다(법 제48조 제2항, 제3항). 나아가서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
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해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권을 대위한다(법 제55조의 2).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 건강보험법
에서도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또한 업무상 재
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된 자에 대해
서는 건강보험급여는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5항).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두 가지 이
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
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동법 제52조). 또한 국
민연금법에 의거한 장해연금 혹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법에 의
한 장해연금 혹은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급여, 보상, 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
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93조). 55세 이상 65세 미
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직급여
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동법 제9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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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급여 이행의 법적 구조
가. 총 설
현행법상 산재보험은 일종의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형태하에 접근되
고 있다. 산재보험관계의 당사자는 노동부장관(이의 위탁을 받은 공
단)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이고, 근로자는 책임보험의 피해자에 해당
되며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상 근로자의 직접청구권이 당
연히 전제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사고는 산재사고로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
험 급여청구권이 구체화된다. 청구권자 혹은 수급권자로서 산재근로자
기타의 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즉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 등은 보험급여청구서 등의 작성, 제출을 통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수령한 공단은 이 주장의 적법성과
진실성을 확인, 검토, 조사한 후 정당한 청구라고 인정할 경우 보험급
여의 지급과 그 범위를 결정한 후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고 산재급
여를 행하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규정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법 제38조 제2항은
“제4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
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89), 급여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은 대체로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다(제38조 3,4,5항; 제40조의
2 제4항; 제42조 제2항, 제42조의3 제2항; 제43조 제5항 등). 그리고
보험급여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공단이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51조), 사물의 원리상 지급거부
결정은 이를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근로자

89)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
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
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법 제5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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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기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
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할 수 있
는바, 이 때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
체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2
조).

나. 수급권자의 급여청구
1) 청구권자 혹은 청구자
산재보험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의 성질을 지니므로, 산재보험
급여의 청구권도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된다. 물론 이 권리의 실체는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보험급여는 법 제40조에서 제45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급여
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즉 보험급여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
여 이를 지급한다(법 제38조 제2항). 보험급여 청구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족급여의 경우는 유족, 장의비의 경우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 되고, 이 밖의 경우, 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
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급 등의 경우는 모두 산재근로자 본인이
보험급여 청구권자가 된다.
2) 청구의 상대방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
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당연히 구체적
인 보험급여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산재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 청구권자는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청구하고, 공
단은 이들에게 직접 급여를 이행하게 된다. 청구의 법적 상대방은 근
로복지공단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서 스스로 이를 수령할 수
없고 공단의 대표자가 공단을 대표하여 청구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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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표자가 일일이 급여청구서를 수령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결국
수령권의 위임을 통하여 다양한 경로로 청구서가 제출, 수령되기에 이
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종 보험급여 청구서는 공단의 각 사업
장 또는 요양기관을 담당하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청구서 또는 신청서의 제출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에 해당된다.
이 밖에 근로자의 재해에 관하여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산재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가 당사자가 되는 민사적 성격의 법률관계로서 이에 관한
분쟁은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3) 각종 보험급여청구서(또는 신청서)의 종류와 비치
산재보험급여청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즉 요양
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의 청구는 이를 구두로 할 수 없고,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즉 보험급여 청구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의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본문).
이를 각종 급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타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급부, 즉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지급을 구
하는 자는 각각 당해 급여에 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
구로 갈음하도록 하여 번거로움을 덜고 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
서).
보험급여청구서는 일정한 형식을 구비한 것으로서 공단에 비치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 또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쉽사리
구할 수 있다. 보험급여청구서의 구성 중 중요한 부분은 사업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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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그리고 산재근로자나 유족이 확인, 날인하는 부분이다. 이 확인,
날인의 관행과 관련하여 대체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사실 그리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고, 산재요양 담당 의료기관은
상병상태와 요양기간 또는 장해상태나 사망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4) 보험급여청구서의 작성자와 조력자
보험급여 청구서 또는 신청서의 작성권자는 원칙적으로 급여수급권
자이다. 물론 수급권자는 스스로 이를 작성하여도 좋고 타인을 이행보
조자로 활용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는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사업장의 노무담당
직원이 산재근로자나 유족의 청구서 작성에 협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사업주측이 유족을 갈음하여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작성, 제출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산재근로자의 청구서 작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조력 혹은 협조의무를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
다. 즉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 청구 등의 절
차를 밟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법 제100조 제1항).
또한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
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증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며 수급권자의 확인 및 날인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하는 등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직접 조
사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요양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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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때에는 사업주
의 의견청취 후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단순확인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산재급여의 이행
1) 공단의 지급결정과 그 전제
보험급여청구서의 제출 등 적법한 보험급여 청구가 이루어지면, 공
단은 보험급여를 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공단은 청구의 내용에
관한 확인과 사실조사를 행한 후 보험급여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공단은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행할 의
무가 있는바, 산재보험법 제51조는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는바, 이 규정은 보험급
여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즉 산재보험 급여청구권이 구체화하는
시점은 산재사고의 발생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수급권자의 급여청구권
행사가 있으면 보험자로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할 의무를 지는바, 이
의무의 이행시기에 관한 규정이 바로 산재보험법 제51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급결정의 주체로서 공단이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공단은 지급지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2) 급여청구서의 기재내용의 확인과 조사
요건을 구비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급여청구권이 성립하
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청구권이 성립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험급여청구권이 성립하는지, 그 범위는 어떠
한지에 관한 확인과 사실조사가 필요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예컨대 청
구자가 수급권자인지 여부, 문제의 사고가 산재사고에 해당되는지 여
부, 산재보험관계가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휴지 혹은 종료된 상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보험급여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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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검토는 필수적이고,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서 기
재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의 납부 여부, 산재근로자의 근로계약사항, 재해
발생상황과 임금수령액, 진단서상의 상병명과 요양기간 혹은 사망원인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급여청구서의 제출은 산재보험급여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이
되므로, 급여청구서의 기재내용은 진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추가적 기재를 행하는 산재근로자와 수급권자, 사업
주 또는 의료기관은 사실에 입각하여 급여청구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은 형사상 사기를 구성할 수 있으
며, 민사상으로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해서 보험자인 공단은 법적으
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산재근로자, 사업주, 의료기관 등은 공단의 합리적인 산재
보험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구서 내용확인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할
협조의무를 지는 것은 영리보험과 다를 바 없다90).
3) 급여의 결정과 통지
보험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공단은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적 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그리고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
고(지급결정), 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제
2항). 또한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할 때, 문제의 보험급여가 장
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에 해당될 경우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
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24조 제3항).
지급결정의 절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51조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행하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시행령 제24조 제2항도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

90) 김성태, 보험법강론 , 법문사, 2001, 60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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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지급결정의 구체적 주체, 방법, 절차 등은 노동부령 이하의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행함에 있
어, 공단은 보험급여의 이중지급, 부당지급을 막고, 또 사후구제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보상규정 제8조에 의하면, 민법 기타의 법
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가 이미 지급받았
는지의 여부(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상 공단은 보험
급여 지급책임을 면하고 보험가입자는 법 제55조의2에 의거하여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령권을 대위하게 된다), 보험급여 지급제한 대
상 여부, 부당이득 징수대상 여부, 수급권의 대위 여부, 소멸시효의 완
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중지급이나 부당지급 사실의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험급여의 산정
첫째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
다. 진찰, 약제, 치료제와 의지(義肢) 그리고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와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과 간병 그리고 이송 등이 이
에 속하는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설
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행해진다(법 제40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요양급여의 결정은 요양신청인이 제출하는 최초요양, 요양연기, 전
원, 재요양 등의 청구를 승인하는 것이다. 요양에 수반되는 약제는 의
약분업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관
에서 투약하는 방법으로 제공된다. 요양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요양비 전액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제출하는 진료비청
구서와 약국이 제출하는 약제비청구서를 기초로 요양승인사항과 산재
보험 요양비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0-34호, 2000.8.19.)에 의하여
산정한다.
요양급여는 주치의 진단을 중심으로 공단 자문의 또는 자문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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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등의 자문을 참고하여 공단이 결정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요양기간도 주치의가 진단하는 기간에 대해 자문의 등의 자
문을 받아 상병상태가 치유될 때까지 인정된다.
둘째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기초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며,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즉 현금급여는 산재근
로자의 재해발생 전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방식에 따른다. 정
률보상방식이란 산재근로자의 성별과 연령, 직종과 근무기간, 직무수
행능력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
로 하여 각 급여별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
한다. 요양급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비를 청구하는 때에도 현금
급여가 이루어진다91).
5) 급여의 지급시기와 구체적 이행방법
산재보험법 제51조는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바, 이 규정은 보험급여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즉 산재급여청구권이 구체화하는 시점은 산재사고의 발생시
점이라고 할 것이고, 수급권자의 급여청구권 행사가 있으면 보험자로
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할 의무를 지는바, 이 의무의 이행시기에 관
한 규정이 바로 산재보험법 제51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급결정의 주체로서 공단이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
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
리할 경우 공단은 일종의 지급지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지급결
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지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합
리적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지급결정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지
체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산재근로자와

91)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론과 실무 , 홍익재, 2000,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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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의 고통은 가중될 수 있으며, 번거로운 지급청구 절차는 행정
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면도 있다. 여기서 실무적 차원에서 연금급여의
최초 1회 청구 후의 자동지급, 년 혹은 분기, 4분기 등의 지급기간을
월단위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분기별로 지급하던 연급의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바꾸고,
해당 월의 연금의 지급시기도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는 등의 실무를
개선하고 있다. 연금지급시기가 단축되면서, 매 지급분마다 지급청구
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여기에서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은 물론 상병보상연금의 경우도 최초 1회분의 청구로 차
기 이후의 청구에 갈음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2000년 6월의 시
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급여의 구체적 이행방법도 산재근로자 중심으로 또 금융거래의 전
자화를 배경으로 보다 편의롭게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급급여는 수급권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되는 진료비나 약제비 등도 청구인의 금융
기관 계좌에 바로 입금하는 등의 실무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13조는 보험급여 또는 반환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
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6) 부정한 방법 기타 과오급 등의 처리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수급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부
당이득으로서 이를 환수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와
단순한 과오급으로 나누어 이를 처리하고 있다.
즉 산재근로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예컨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적 사고를 업무상
재해사고로 위장하여 산재급여를 청구하거나 임금을 일부러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산재급여를 수령할 경우, 급여액 자체의 환수를 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법 제53조 제1항
단서). 급여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는 부당이득의 환수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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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징벌적 성격의 제재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을 가졌던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
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
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기타 과오납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에는 급여액에 상당한 금액의 환수에 머무르게 된다. 신고의무의 해태
에 악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문의 취지상 1배 환수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허위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때에는 사업주도 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
담하는바(제53조 제2항), 이 규정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유추적용 여부
가 논란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을 징수하여야 할 경우 부당
이득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다면, 공단은 이 급여로써 부당
이득 징수에 충당할 수 있다(법 제53조의2).

3. 현행 급여이행구조에 대한 규범적 평가
가. 보험급여 분쟁에 관한 절차의 흐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분쟁은 일차적으
로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에서 전개된다. 수급권자는 산재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함과 아울러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단이 보험급여청구
를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산재근로자측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수급권
자와 공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단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결
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
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산재법
제88조 제5항).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림을 원칙으로 하되, 이 심사청구의 심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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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채용된다(제89조 제1항, 제2항).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를 제기할 수 있고(법 제90조 제1항, 제2항),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재결에 관하여서도 직권주의가 채용되며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법 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과 대등하며(법 제
94조),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나. 입증책임에 관한 기본법리
1) 입증책임
법적 판단은 소위 삼단논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전제에 해당되는
사실의 확정이 선행하고, 이에 대해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밟게 된다. 문제는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인바, 그 불명확한 사실을 어느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처리할 것인
가를 정하는 재판규범이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이고, 이 법리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바로 입증책임이다92).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은 소위 객관적 입증책임으로서 법관의 구
체적인 심증과는 다르며 또 이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사실
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추상적, 객관적으
92) 이에 대해 주관적 입증책임을 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변론주의하에서 당사
자가 패소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주장책임과 더불어 행위책임의 일종으로서 주관적 입증책임의 소송실
천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입증책임과 입증에 대한 현실
적 필요성은 다르다. 즉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입증에 관한 부담이 일단의
입증을 통해 실현되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이를 반대의 측면에서 번복시켜야
하는 등,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에 따라 입증책임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 때 전환
하는 것은 입증의 현실적 필요일 뿐 고유한 의미의 입증책임은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오석락, 신판 입증책임론 , 박영사, 1996,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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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부담하
거나 분담하는 일은 없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기타의
분쟁해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변론주의하에서는 증거의
수집, 제출이 당사자에게 일임된다. 그러나 직권탐지주의하에서도 무
제한적 사실탐지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므로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명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
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도 불이익처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 입증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요컨대 입증책임은 변론주의 혹은 직권주의 등 절차상의 심리원칙
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
은 물론이고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소송 그리고 직권증거조사
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비송사건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
되는 법리이다93).
2) 주장책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사실이 주장되지 아니하는 결과 자신에
게 이로운 법률판단을 받지 못하는 측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가리켜
서 주장책임 혹은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하고, 이러한 고유의 주장책
임을 기초로 일방 당사자가 패소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재판부에 소
송자료를 제출할 책임 또는 필요성을 주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94).
변론주의의 지배를 받는 분쟁해결 절차의 경우 재판부는 판단의 기
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이끌어낼 수밖에 없고,
바로 여기에서 주장책임의 의미가 인정된다95). 즉 변론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효과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
93) 오석락, 앞의 책, 4면.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이미 1961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
례(대법원 1961.3.27. 선고, 4291행상45)가 있다.
94) 오석락, 앞의 책, 12쪽.
95) 대법원 1971.4.20. 71다278 판결[판결집 19권 1집 민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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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주장되지 아니하는 사실은 이를 증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
고, 특히 엄격한 변론주의하에서는 그것이 소위 공지의 사실이거나 기
타의 증거자료를 통해 그 존재에 대해 확실한 심증을 얻은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대여금채권은 성립되었으나 이것이 변제로 소
멸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책임은 변론주의를 채택하는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직권탐지주의 내지 직권조사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에서는 입증책임과
독립하여 주장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직권주의하에서는 법원이
소송자료의 수집에 대해 주도적 지위를 가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
든 없든 당사자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반
대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재판의 기초를 이루
는 사실이 당사자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므로, 어느 당
사자가 이를 주장하는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96).
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배분
논리적으로 살펴볼 때, 주장책임은 입증책임에 선행한다. 그러나 양
자는 전혀 별개의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사실의 양 측면으로
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유리한 판단을 얻자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을 주장하고 또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 사
실에 대한 주장은 입증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입증이 있는 곳에는
주장이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장책임은 독자적인 규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와 동
일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된다. 또 주장책임 역시 입증책임과 마찬가지
로 추상적, 일의적으로 예정되는 것으로서 분쟁의 진행경과에 따라 그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97).

96) 오석락, 앞의 책, 13쪽.

27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주장책임의 분배를 살펴보면, 자신에게 유리
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정하는 법규(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하
여는 그가 주장책임을 진다. 반대로 그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방해하
는 요건사실은 문제의 법률효과를 부인하거나 이를 다투는 측이 주장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제하
려는 자는 그에 관한 주장책임을 부담하며, 일단 발생한 법률효과의
소멸의 효과를 받으려는 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책임을 부담하
게 된다.
4) 입증책임분배의 이념
권리의무를 정하는 개별 실체법 조항의 분석과 평가과정을 통해 입
증책임의 소재는 개별적으로 해석,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법
그 자체가 입증책임의 귀속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기도 한다. 그
러나 법학, 특히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학에서 거론하는 입증책임분
배에 관한 지배이념은 두 가지, 즉 공평(fairness)과 정책적 고려(consideration of policy)이다98).
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념은 공평 내지 형평의 요청이
다. 즉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당사자 중 일방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공격과 방어의 전체 과정에서
두 당사자의 지위가 가능한 한 대등하도록 공평하게 이를 안분(按分)
하는 것, 즉 형평의 요청이 일차적인 이념이 된다.
그러나 공평성이 입증책임 분배의 제일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이
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정한 권리의 행사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또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장과 입
증책임의 배분에 있어 입법자는 정책적인 고려를 도입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예를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기본법률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97) 오석락, 앞의 책, 15쪽.
98) 오석락, 앞의 책,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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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민법상의 일반적인 선의취득의 경우(민법 제249조) 취득자
에게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우지만,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어음
법 제16조 제2항, 수표법 제21조)에 있어서는 취득자 보호 혹은 거래
의 동적 안전이라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분실자에게 취득자의 중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다. 또한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
지만, 특수 불법행위의 경우(민법 제755조, 제759조) 당해 행위의 높
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인 피고에게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을 부담시킨다. 여하튼 입법자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혹은 거래의
동적안전 등의 정책적 요소를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정할 수 있고, 실
정법규 중 이러한 예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다.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사회연대적 관점
산재보험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의 성질을 지니며, 현행 산재
보험법상 이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옮아가게 된다.
사법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는 종국적 혹은 중간적 권
리투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권리투쟁의 승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누가 관련 사실을 주장하고 또 이에 관한 입증을 할
책임을 지는가의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 및
입증의 문제는 소송절차와 비송절차, 그리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입증에 관한 대원칙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
가 자신이 권리자이며 그 권리의 내용이 여하한 것인지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즉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규를 충족시키는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또 이에 관해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형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해 권리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데도 일반적으로 기여한다.
다시 말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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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정하는 자는 권리의 불성립이나 소멸 또는 당해 권리의 제한
성을 입증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또 이것이 당해 사안에 있어서
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권리를 주장하
는 자가 권리를 부인하는 자에 비해 당해 권리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측면도 인정된다.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도 이상과 같은 입증책임분류설적 접근방법은 일반적
인 설득력을 가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현행 법령이 정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실현
방법, 특히 주장 및 입증책임의 틀도 이상의 구조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법적형식이 배상책임보험인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주장 및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이에 대한 지급결
정과 급여이행의 발전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영리책임보
험에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의 보험금청구와 보험자의 손해사
정 및 보험금 지급결정 그리고 보험급여의 이행이라는 구조와 기본적
으로 대등한 것이다.
결국 보험급여 실현과정상의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에 대해 현
행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산재보험법 하위규
정과 공단의 실무는 기본적으로 주장 및 입증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
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권자
인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실현과 관련하여 일반원칙에 기본적으로
따르되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탄력적인 실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사실이 엿보인다. 즉 현재의 법상황과 실무는 원칙적인
형평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입증책임의 원론을 따르면서 운영의 묘를
통해 한계적인 사례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접근방법을 취하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피해자보호 그리고 경제적 약자보호를 주안점으
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연대적 발상을 가진 제도라는 점, 피해자
혹은 피해자측에 대하여 사고발생과 내용 그리고 산재사고 해당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원칙대로 요구하는 것이 개별 경우에 있어 무리
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되어 결과적으로 형평을 상실하는 한계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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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피청구권자인 근로복지공단 역시 전문적 역
량과 경험의 축적으로 청구권자인 산재근로자에 준하는 정보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장 및 입증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예외는 민상법상의 여러 가지 단
편적인 제도 그리고 최근의 자배법 개정안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 고려 혹은 사회연대적 요
청을 앞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입법방법이 가능
할 것이며, 이러한 입법정책을 취할 경우 궁극적으로 산재사고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의 급여이행의 소급적 해소 그리고 산재근로자로부터의
급여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의 비용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와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편익분석상의 문제들이 대두하게 된다.

제 2 절 경제학적 고찰

1. 의 의
근로자가 직업과 관련되어 상해나 질병의 피해를 입어 치료나 요양
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다. 현행의 산재보
험시스템은 근로자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고 산재임을 증명하는 경
우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후보장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근로자의 산재증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근
로자의 치료비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산재로

인정되기 전에 발생하는 과도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통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노동건강
연대, 노동연구원, 2003 참조). 이에 따라, 노동계 일각에서는 보험자
가 우선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산재 여부의 증명 책임을 지는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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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시스템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선보장 시스템은 근로자의 권익
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제도이지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산재 사고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지급된 보험금 회수의 어려움
등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산재보험금의 선지급 이슈는 사실상 근로자와 보험자 중 누구에게
산재 증명의 책임을 부과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로자가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는 현 시스템은 근로자에게 산재 증명
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금 선지급 시스템 하에서는 이미 보
험금을 지출한 보험자가 산재 증명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99)
본 장에서는 보험자와 근로자 중 누가 산재 증명의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 즉, 산재 증명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혹은 보험자에게 부과할 것인지를 고찰하여, 어느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 살펴본다. 그런 후에 선지급 보험금 회수 문제와 근로자
부(wealth)의 제약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모형의 개략적인 설명 후에, 산재 증명의 책임이 근로
자에게 있는 경우와 보험자에게 있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보고, 각각의
결과와 경제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결과를 비교한다. 그
후에 어느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 고찰하고,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부
의 제약과 선지급된 보험금의 회수 문제 등을 고려한다.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세 명의 경제주체를 고려한다. 각각의 경제주체를 보험자 I,
근로자 B, 그리고, 기업 F라고 부르자. 근로자는 기업에 속해 있으며,
근무기간 동안 재해를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재해가 일어날 확률은
P로 표시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서 보험자에게 산재보험을 들고
있다.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일정한 치료비 L이 들게
된다. 재해에 따른 치료비는 기호로 R로 표시하며, R = 0은 재해가
99)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순서와 산재 증명 책임은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가지는 동일 선상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선지급
의 중요한 특징을 산재 증명 책임의 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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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R = L은 재해에 따른 치료비 L을 의미
한다. 만약 그 재해가 산업재해로 분류되면 근로자는 보험자로부터 궁
극적으로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나, 만약 산재가 아니라면 치료비는 근
로자 개인의 재산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한다. 만약 산재로 판명되면 기
업은 일정한 비용 C를 부담한다. 이 비용은 간접적인 산재보험료의
증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산재로 판명된 경우, 근로자는 치료비 L을
모두 보상받고, 보험자는 L-C를 부담하며, 기업은 C를 부담하게 된
다. 산재로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치료비 L을 모두 부담
하게 된다. 산재의 판단 여부는 독립적인 심사자가 한다고 가정한다.
산재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재의 증명이 필요하다. 산재의 증명에
는 증명비용이 든다. 만약 산재 증명을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는(증명
비용은 D로 나타낸다), 근로자는 증명을 위해 D = d의 비용을 투자해
야 한다. 물론 근로자는 증명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때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D = 0). 근로자가 증명을 위한 투자를 할 경
우에는 산재로 판명될 확률이 1/2이라고 가정한다. 증명을 위한 투자
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 판명 확률은 0이다. 한편, 산재 증명을
보험자가 하는 경우에는(증명비용은 E로 나타낸다) 보험자는 증명을
위해 E = e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물론 보험자도 증명을 위한 투
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때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E = 0). 보험
자가 증명을 위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산재로 판명될 확률이 1/2이라
고 가정한다. 증명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 판명 확
률은 1로서, 보험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는 보험자
의 산재 증명이 근로자의 산재 증명보다 효율적임을 반영하기 위해서
d > e라고 가정한다.
한편, 근로자와 기업은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
다. 근로자의 산재 예방 투자비용은 X,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비용은
Y로 표시한다.

우리는 논의의 편의상, 산재 발생 확률 P = 1-

(X+Y) 로 표시된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0 ≤ X ≤ x, 0 ≤ Y ≤ y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단, 0 < x, y ≤ 1/2 라고 가정한다.
근로자에게는 W, 기업에게는 U, 보험자에게는 V의 초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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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wment)가 각각 주어져 있다. 우리는 근로자의 기대효용을 EB,
기업이 기대효용을 EF, 보험자의 기대효용을 EI의 기호로 표시한다.
<표 7-1>에서는 주요 기호와 가정이 정리되어 있다. 이상의 기호와
<표 7-1> 주요 기호와 가정

보험자: I
근로자: B
기업: F
재해(=치료비): R = L, 0
재해확률: P
산재판단 심사 결과 J = 1 if 산재, = 0 if 일반재해
산재의 경우:
기업 부담 = C; 보험자부담 = L - C.
산재가 아닌 경우: 근로자 부담 = L
증명비용: 근로자: D=0, or d, 보험자: E=0, or e. 단, d > e.
근로자 증명의 경우 D = d이면 Pr(J=1) = 1/2; D = 0이면 Pr(J=1) = 0.
보험자 증명의 경우 E = e이면 Pr(J=1) = 1/2; E = 0이면 Pr(J=1) = 1.
산재예방노력: 근로자 X, 기업 Y; 0 ≤ X ≤ x, 0 ≤ Y ≤ y; 0 < x, y ≤ 1/2
가정: 1-P = X+Y
효용의 분포 (utility distribution)
근로자효용:
W - X: 무사고시
W - X - D: 근로자 증명 시스템하의 산재 인정시
W - X - L - D: 근로자 증명 시스템하의 산재 불인정시
W - X: 보험자 증명 시스템하의 산재 인정시
W - X - L: 보험자 증명 시스템하의 산재 불인정시
기업효용:
U - Y: 무사고시
U - Y - C: 산재 인정시
U - Y: 산재 불인정시
보험자효용:
V: 무사고시
V - L+C: 근로자 증명 시스템하의 산재 인정시
V: 근로자 증명 시스템하의 산재 불인정시
V - L + C- E: 보험자 증명 시스템하의 산재 인정시
V - E: 보험자 증명 시스템하의 산재 불인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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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산재 증명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
우와 보험자에게 있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보고, 각각의 결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결과와 비교한다. 그 후에 어느 시
스템이 더 효율적인지 고찰하고,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
지급된 보험금의 회수 문제 등을 고려한다.

2. 근로자의 산재 증명 책임
이 절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근
로자는 d의 비용을 들여 산재 증명을 하거나 (산재 증명 투자) 혹은
그냥 산재 증명을 포기할 수 있다. 산재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50%의
확률로 산재로 인정되고, 산재 증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
로 모든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는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산재 증명의 투자 결정과 산재 예방의 투자
결정. 한편, 기업은 산재 예방의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근로자의 의사결정
1) 산재 증명 투자의 경우: D = d
근로자가 산재 증명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산재 예방 투자 의사
결정 문제를 살펴보자. 산재 예방에 X를 투자했을 경우, 근로자의 기
대효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B＝(W－X)(1－P)＋(1/2)P[W－X－d＋W－X－d－L] ······ (1)
＝W－X－(1/2)(1－X－Y)(2d＋L) ···································· (2)
식 (1)의 우변의 첫 항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부와 무사
고의 확률을 곱한 것이다. 두 번째 항은 사고가 일어난 후 산재로 인
정될 때와 인정되지 않을 때의 부의 기대효용을 표시한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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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Y임에 유의하자.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X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FOC: dEB/dX＝-1＋d＋L/2
최적해:
X＝x if d≥1－L/2;
X＝0 if d<1－L/2
2) 산재 증명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D = 0
근로자가 산재 증명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산재 예방 투
자 의사결정 문제를 살펴보자. 산재 예방에 X를 투자했을 경우, 근로
자의 기대효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B＝(W-X)(1-P)＋P[W-X-L] ················································ (3)
＝W-X-(1-X-Y)L ······························································· (4)
FOC: dEB/dX＝-1＋L
최적해:
X＝x if L≥1;
X＝0 if L<1

나. 기업의 의사결정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의 의사결정은 근로자의 산재 증명 투자의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가 산재 증명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고는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기업의 경우에는 산재 예방 투자
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에서 보듯이, 우리의 모
형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
이다.
근로자가 산재 증명 투자를 한 경우(D=d), 기업이 Y의 산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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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할 때, 기업의 기대효용은 다음과 같다.
EF＝U(1-P)＋(1/2)P[U-Y＋U-Y- C] ···································· (5)
＝U-Y-(1-X-Y)C/2 ···························································· (6)
식 (5)의 우변에서, 첫 항은 사고가 나지 않을 때의 기업의 부와 무
사고확률을 곱한 것이고, 둘째 항은 사고가 난 경우 기업의 기대 부를
나타낸 것이다. 최적 Y는 다음과 같다.
FOC: dEF/dY＝-1＋C/2
최적해:
Y＝y if C ≥ 2
Y＝0 if C < 2
만약 근로자가 산재 증명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항상 U-Y의
부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Y = 0 이 최적 산재 예방 투자가
될 것이다.

다. 보험자의 의사결정
보험자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자의 부가 영향을 받는다.
D＝d의 경우,
EI＝V(1-P)＋(1/2)P[V-L＋C＋V]＝V-(1-X-Y)(L-C)/2
한편, D＝0의 경우, EI＝V가 된다.

3.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이제 이상의 각 경제주체의 결정을 토대로 근로자, 기업, 보험자의
종합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살펴보자.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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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우리의 논의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 주
기 위해 L>1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산재 증명 투자
를 하지 않으면, 산재 예방 투자는 x가 됨을 환기하자. 이 결과는 모
든 사고의 비용이 자기 자신에게 부과될 때 근로자는 산재 예방에 투
자함을 의미한다. 만약 모든 사고의 비용이 전부 자신에게 부과될 때
에도 산재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흥미로운 경우는 아니므로 무
시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근로자가 산재 증명
에 투자할 것인가이다. 근로자가 산재 증명에 투자할 것인가 아닌가는
투자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산
재 증명에 투자할 경우 산재 예방 투자 여부에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
므로 아래에서는 여러 가능성하에서 산재 증명 투자 여부를 고찰하고
자 한다. 아래에서 D=d인 경우의 근로자의 기대효용을 EBd로 표시하
고, D=0인 경우의 근로자의 기대효용은 EB0로 표시하기로 한다.

가. d ≥ 1 - L/2 & C < 2
D=0인 경우, X=x, Y=0이므로 EB0=W-x-(1-x)L이다.
D=d인 경우, d≥1-L/2일 때, 위의 논의에 의하면 X=x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2일 때, Y=0이다. 따라서, EBd=W-x-(1-x)(2d+L)/2 가
된다.
따라서, 산재증명투자의 상대적 가치 G≡EBd-EB0＝(1-x) (L/2＝d)
가 된다. 따라서,
G≥0 iff d≤L/2
따라서, d≤L/2이면 D＝d, X＝x, Y＝0가 되며, d>L/2이면 D＝0, X
＝x, Y＝0이다. 이런 결과는 [그림 7-1]에 도식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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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 ≥ 1 - L/2 & C ≥ 2
D＝0인 경우, X＝x, Y＝0이므로 EB0＝W-x-(1-x)L이다.
D＝d인 경우, d≥1-L/2일 때, 위의 논의에 의하면 X＝x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2일 때, Y＝y이다. 따라서, EBd＝W-x-(1-x-y)
(2d+L)/2가 된다.
따라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G＝-(1-x-y)d＋(1-x＋y)L/2
가 된다. 따라서,
G≥0 iff d≤(1-x+y)L/[2(1-x-y)].
따라서, d≤(1-x+y)L/[2(1-x-y)]이면 D＝d, X＝x, Y＝y가 되며,
d>(1-x＋y)L/[2(1-x-y)]이면 D＝0, X＝x, Y＝0이다. 이런 결과는 [그
림 7-2]에 도식화되어 있다.

다. d < 1 - L/2 & C < 2
D＝0인 경우, X＝x, Y＝0이므로 EB0＝W-x-(1-x)L이다.
D＝d인 경우, d<1-L/2 일 때, 위의 논의에 의하면 X＝0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C<2 일 때, Y＝0이다. 따라서, EBd＝W-x-(2d＋L)/2가 된다.
따라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G＝-d+(1/2-x)L＋x가 된다.
따라서,
G≥0 iff d≤(1/2-x)L＋x.
따라서,

d≤(1/2-x)L＋x이면,

D＝d,

X＝0,

Y＝0가 되며,

d>

(1/2-x)L＋x이면 D＝0, X＝x, Y＝0 이다. 이런 결과는 [그림 7-3]에
도식화되어 있다. 다만, L>1의 가정하에서는 d<(1/2-x)L＋x이므로 D
＝0, X＝x, Y＝0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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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 < 1 - L/2 & C ≥ 2
D＝0인 경우, X＝x, Y＝0이므로 EB0＝W-x-(1-x)L이다.
D＝d인 경우, d<1-L/2일 때, 위의 논의에 의하면 X＝0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2 일 때, Y＝y이다. 따라서, EBd＝W-(1-y)(2d＋L)/2
가 된다.
따라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G＝-(1-y)d＋(1-x-(1-y)/2)
L＋x가 된다. 따라서, G≥0 iff d≤(1-2x＋y)L/[2(1-y)] x/(1-y).
따라서, d≤(1-2x＋y)L/[2(1-y)]＋x/(1-y)이면 D＝d, X＝0, Y＝y가
되며, d>(1-2x＋y)L/[2(1-y)]＋x/(1-y)이면 D＝0, X＝x, Y＝0이다.
이런 결과는 [그림 7-4]에 도식화되어 있다. 다만, L>1의 가정하에서
는 d≤(1-2x＋y)L/[2(1-y)]＋x/(1-y)이므로 D＝0, X＝x, Y＝0은 가능
하지 않다.
[그림 7-1] d.>1-L/2, C<2
d

D＝0, X＝x, Y＝y

d＝L/2

d＝1-L/2

1/2

D＝d, X＝x, Y＝0

0

1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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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d.>1-L/2, C≥2
d

D＝0, X＝x, Y＝0
d＝1-L/2
d＝(1-x＋y)L/[2(1-x-y)]
(1-x＋y)L
/[2(1-x-y)]

D＝d, X＝x, Y＝y

0

1

2

L

[그림 7-3] d.<1-L/2, C<2
d

d＝1-L/2
d＝(1/2-x)L＋x
D＝0, X＝x, Y＝0
1/2

D＝d, X＝0, Y＝0

X
0

1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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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d.<1-L/2, C≥2
d

d＝1-L/2

D＝0, X＝x, Y＝0
1/2
D＝d, X＝0, Y＝y
x/(1-y)
0

1

2

L

4. 보험자의 산재 증명 책임
이 절에서는 보험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보
험자는 e의 비용을 들여 산재 증명을 하거나(산재 증명 투자) 혹은
그냥 산재 증명을 포기할 수 있다. 산재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50%의
확률로 산재로 인정되고, 산재 증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모
든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와 기업은 산재
예방의 투자 결정을 해야 하며, 보험자는 산재 증명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근로자의 산재 예방 투자 결정
보험자가 산재 증명에 투자한 경우(E=e)를 먼저 살펴보자. 이 때의
근로자의 기대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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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W-X)(1-P)＋(1/2)P[W-X＋W-X-L] ··························· (7)
＝W-X-(1/2)(1-X-Y)L ······················································· (8)
식 (7)의 우변의 첫 항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부와 무사
고의 확률을 곱한 것이다. 두 번째 항은 사고가 일어난 후 산재로 인
정될 때와 인정되지 않을 때의 부의 기대효용을 표시한 것이다.

기

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X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dEB/dX＝-1＋L/2
X＝x if L≥2;
X＝0 if L<2.
한편, E＝0이면, 근로자는 항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EB＝
W-X가 되고, 최적
X＝0이 된다.

나.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결정
보험자가 산재 증명에 투자한 경우(E=e)를 먼저 살펴보자. 이 때의
기업의 기대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F＝(U-Y)(1-P)＋(1/2)P[U-Y＋U-X-C]
＝U-Y-(1-X-Y)C/2
최적 Y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dEF/dY＝-1 C/2
Y＝y if C≥2;
Y＝0 if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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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0인 경우에는
EF＝(U-Y)(1-P)＋P[U-Y-C]
＝U-Y-(1-X-Y)C.
dEF/dY＝-1＋C이므로,
Y＝y if C≥1;
Y＝0 if C<1.

다. 보험자의 산재 증명 투자 결정
E＝e 일 때,
EI＝V(1-P)＋(1/2)P[V-e-L＋C＋V-e]
＝V-(1-X-Y)(2e＋L-C)/2
한편, E＝0일 때에는 보험자는 항상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므로, EI
＝V-(1-X-Y)(L-C) 이다.
산재 증명의 투자는 E＝e일 때의 효용과 E＝0일 때의 효용을 비교
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각 경우의 X, Y의 값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라.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이제 이상의 각 경제주체의 결정을 토대로 근로자, 기업, 보험자의
종합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살펴보자. 여기에서도, 여러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우리의 논의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 L>1로 한정
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보험자가 산재 증명에 투자할 것인가 아닌가는 투자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산재 증명에 투자할
경우, 산재 예방 투자 여부에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아래에서는
여러 가능성하에서 산재 증명 투자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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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인 경우의 보험자의 기대효용을 EIe로 표시하고, E=0인 경우의 보
험자의 기대효용은 EI0로 표시하기로 한다. 아래의 논의에서 C=kL로
표시하고자 한다. 단, 0≤k≤1이다.
1) L ≥ 2 & C ≥ 2
C≥2 이면, C≥1이다. 따라서, E＝0인 경우, X＝0, Y＝y이므로, EI0
＝V-(1-y)(L-C)이다.
E＝e인 경우, 위의 논의에 의하면, X＝x, Y＝y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Ie＝V-(1-x-y)(2e＋L-C)/2가 된다.
따라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H≡EIe-EI0＝-(1-x-y)e＋(1
＋x-y)(L-C)/2가 된다. 따라서,
H≥0 iff e≤(1＋x-y)(1-k)L/[2(1-x-y)].
따라서, e≤(1＋x-y)(1-k)L/[2(1-x-y)]이면 E＝e, X＝x, Y＝y가 되
며, e>(1＋x-y)(1-k)L/[2(1-x-y)]이면 E＝0, X＝0, Y＝y이다. 이런 결
과는 [그림 7-5]에 도식화되어 있다.
2) L≥2 & 1≤C<2
C≥1이므로, E=0인 경우, X=0, Y=y이므로, EI0=V-(1-y)(L-C)이다.
E＝e인 경우, 위의 논의에 의하면, X＝x, Y＝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Ie＝V-(1-x)(2e＋L-C)/2가 된다.
따라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H≡EIe-EI0＝-(1-x)e＋(1＋
x-2y)(L-C)/2가 된다. 따라서,
H≥0 iff e≤(1＋x-2y)(1-k)L/[2(1-x)].
따라서, e≤(1＋x-2y)(1-k)L/[2(1-x)]이면 E＝e, X＝x, Y＝0가 되
며, e>(1＋x-2y)(1-k)L/[2(1-x)]이면 E＝0, X＝0, Y＝y이다. 이런 결
과는 [그림 7-6]에 도식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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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2 & C<1
C<1이므로, E＝0인 경우, X＝0, Y＝0이므로, EI0＝V-(L-C)이다.
E＝e인 경우, 위의 논의에 의하면, X＝x, Y＝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Ie＝V-(1-x)(2e＋L-C)/2가 된다.
따라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H≡EIe-EI0＝-(1-x)e＋(1＋
x)(L-C)/2가 된다. 따라서,
H≥0 iff e≤(1＋x)(1-k)L/[2(1-x)].
따라서, e≤(1＋x)(1-k)L/[2(1-x)]이면 E＝e, X＝x, Y＝0가 되며,
e>(1＋x)(1-k)L/[2(1-x)]이면 E＝0, X＝0, Y＝0이다. 이런 결과는 [그
림 7-7]에 도식화되어 있다.
4) L<2 & 1≤C<2
C≥1이므로, E＝0인 경우, X＝0, Y＝y이므로, EI0＝V-(1-y)(L-C)
이다.
E＝e인 경우, 위의 논의에 의하면, X＝0, Y＝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Ie＝V-(2e＋L-C)/2가 된다.
따라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H≡EIe-EI0＝-e＋(1-2y)
(L-C)/2가 된다. 따라서,
H≥0 iff e≤(1-2y)(1-k)L/2.
따라서, e≤(1-2y)(1-k)L/2이면 E＝e, X＝0, Y＝0가 되며, e>(12y)(1-k)L/2이면 E＝0, X＝0, Y＝y이다. 이런 결과는 [그림 7-8]에 도
식화되어 있다.
5) L < 2 & C < 1
C<1 이므로, E＝0인 경우, X＝0, Y＝0 이므로, EI0＝V-(L-C)이다.
E＝e인 경우, 위의 논의에 의하면, X＝0, Y＝0임을 알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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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EIe＝V-(2e＋L-C)/2가 된다.
따라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H≡EIe-EI0＝-e＋(L-C)/2

가 된다. 따라서,
H ≥ 0 iff e ≤ (1-k)L/2.
따라서, e≤(1-k)L/2이면 E＝e, X＝0, Y＝0가 되며, e>(1-k)L/2이면
E＝0, X＝0, Y＝0이다. 이런 결과는 [그림 7-9]에 도식화되어 있다.
[그림 7-5] L≥2, C≥2

e

D＝0, X＝0, Y＝y
e＝(1＋x-y)(1-k)L/(2
(1-x-y)]

(1＋x-y)(1-k
/(1-x-y)

E＝e, X＝x, Y＝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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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L≥2, 1≤C＜2

e

D＝0, X＝0, Y＝y
e＝(1＋x-2y)(1-k)L
/(2(1-x)]

(1＋x-2y)
(1-k)/(1-x)

E＝e, X＝x, Y＝0

L
[그림 7-7] L≥2, C<1

e

D＝0, X＝0, Y＝0
e＝(1＋x)(1-k)L/
(2(1-x)]

(1＋x)
(1-k)/(1-x)

E＝e, X＝x, Y＝0

0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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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d.>1-L/2, C≥2
e

D＝0, X＝0, Y＝y
e＝(1-2y)(1-k)
L/2

(1-2y)(1-k)

E＝e, X＝x, Y＝0

L

2

1

0

[그림 7-9] L<2, C<1

e

D＝0, X＝0, Y＝0
e＝(1-k)L/2

E＝e, X＝0, Y＝0

(1-k)

0

1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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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선의 결과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 개별적인 분권
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이다. 각 주체의 효용은 다른 주체의 선
택에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는 분권화된
의사결정의 결과를 차선의 결과(second-best outcome)라고 명명하고,
이와 대비되는 최선의 결과(first-best outcome)와 비교해 보고자 한
다. 최선의 결과는 경제주체 효용의 합을 최대로 해주는 결과로 정의
한다. 최선의 결과와 차선의 결과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차선책이 (즉, 근로자의 산재 증명과 보험자의 산재
증명 중 어느 시스템이) 더 좋은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산재 증명의 비용이 이미 들었다는 가
정 하에서는, 산재 증명의 영향은 경제주체 사이의 부의 이전을 가져
올 뿐 경제 전체의 부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산재 증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
는 아래의 논의에 잘 나타나 있다.
근로자의 산재 증명의 경우, 각 가능한 경우의 경제 전체의 부는
다음과 같다.
무사고 : W-X＋U-Y＋V＝W＋U＋V-X-Y
산재 인정 사고 : W-X-D＋U-Y-C＋V-L＋C
＝W＋U＋V-X-Y-D-L
산재 불인정 사고 : W-X-D-L＋U-Y＋V＝W＋U＋V-X-Y-D-L
기대 총효용(경제 주체의 효용의 합)은 다음과 같다.
ET＝(W＋U＋V-X-Y)(1-P)＋P(W＋U＋V-X-Y-D-L)
＝W＋U＋V-X-Y-(1-X-Y)(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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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X, Y, 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OC:
dET/dX＝dET/dY＝-1＋(D＋L)>0.
dET/dD＝-(1-X-Y)≤0.
위의 두 부등호는 L>1, D≥0, 그리고 P＝1-X-Y≥0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X＝x, Y＝y, D＝0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해가 된다.
보험자의 산재 증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가능한 경우의 경제전체의 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무사고 : W-X＋U-Y＋V＝W＋U＋V-X-Y
산재 인정 사고 : W-X＋U-Y-C＋V-E-L＋C
＝W＋U＋V-X-Y-E-L
산재 불인정 사고 W-X-L＋U-Y＋V-E＝W＋U＋V-X-Y-E-L
따라서, 기대 총효용은 다음과 같다.
ET＝(W＋U＋V-X-Y)(1-P)＋P(W＋U＋V-X-Y-E-L)
＝W＋U＋V-X-Y-(1-X-Y)(E＋L).
FOC : dET/dX＝dET/dY＝-1＋(E＋L)>0.
dET/dE＝-(1-X-Y)≤0.
따라서, 최적해는 X＝x, Y＝y, E＝0이 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산재 증명의 경우와 보험자의 산
재 증명의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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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E=0이 최적의 산재 증명 투자가 됨으로써, 사실상 산재 증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산재 증명을 하느냐는 최선의 결과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산재 증명의 효과는 경제 전
체의 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6.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선책과 차선책은 동일하지 않다. 최선
책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분권화된 의사결정하에서는 차선책이 결과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차선책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가능하며, 이는 누가 산재 증명의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서도 달라지게 된다. 이제 우리는 누가 산재 증명을 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한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가.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우선 각 경우의 기대 총효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산재 증명 시스템
(D, X, Y)
(1) 0, x, 0: ET＝W＋U＋V-x-(1-x)L
(2) d, x, 0: ET＝W＋U＋V-x-(1-x)(d＋L)
(3) d, x, y: ET＝W＋U＋V-x-y-(1-x-y)(d＋L)
(4) d, 0, 0: ET＝W＋U＋V-(d＋L)
(5) d, 0, y: ET＝W＋U＋V-y-(1-y)(d＋L)
(6) 0, 0, 0: ET＝W＋U＋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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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산재 증명 시스템
(E, X, Y)
(1) 0, 0, y: ET＝W＋U＋V-y-(1-y)L
(2) e, x, y: ET＝W＋U＋V-x-y-(1-x-y)(e＋L)
(3) e, x, 0: ET＝W＋U＋V-x-(1-x)(e＋L)
(4) e, 0, 0: ET＝W＋U＋V-(e＋L)
(5) 0, 0, 0: ET＝W＋U＋V-L
여러 상황에 따라 각 시스템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의 차이는 x, y, d, e, L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여
기서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비교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치료비 L과 기업의 부담분
C가 크거나 작을 때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치료비와 기업 부담분이 높을 때: L ≥ 2, C ≥ 2.
이 경우는 근로자 증명 시스템의 경우 2와 보험자 증명 시스템의
경우 1에 해당한다.

근로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는(D=0, X=x, Y=0)

또는 (D=d, X=x, Y=y)가 가능한 결과이다. 보험자 증명 시스템 하에
서는 (E=0, X=0, Y=y) 또는 (E=e, X=x, Y=y)가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비용이 치료비에 비해 작은 액수라고 가정
한다면, 근로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는 (D=d, X=x, Y=y)를, 보험자 증
명 시스템 하에서는 (E=e, X=x, Y=y)를 얻을 것이다. 또한, e<d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는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만약 e는 그리 크지 않으나 d가 너무 크다면, (D=0, X=x, Y=0) 와
(E=e, X=x, Y=y)가 각 시스템의 결과가 된다. 이 때, 보험자 증명 시
스템의 총효용에서 근로자 증명 시스템의 총효용을 뺀 총효용의 차이
K = y(L-1) - (1-x-y)e 가 된다. 만약 y가 큰 값이라면, K>0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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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된다. 이에 비해 y가
작은 값을 갖는다면, K<0으로 근로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보험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 기업은 산재 예방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
업의 산재 예방 비용 y가 큰 값일 때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효율적이
라는 결과는 언뜻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예
방 비용은 산재 발생 확률을 낮춤에 유의하자. 산재 예방 비용이 크
다는 것은 그만큼 산재 발생 확률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
이 산재 예방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게 된다.
끝으로, e와 d 모두 매우 크다면, (D=0, X=x, Y=0)와 (E=0, X=0,
Y=y)가 각 시스템의 결과가 된다. 이 때, 총효용의 차이 K=(y-x)
(L-1)가 된다.

따라서, y>x이면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y<x이면 근

로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2) 치료비는 높고 기업 부담분은 낮을 때: L ≥ 2, C < 2.
이 경우는 근로자 증명 시스템의 경우 1과 보험자 증명 시스템의
경우 2 또는 3에 해당한다. 근로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는 (D=0, X=x,
Y=0) 또는 (D=d, X=x, Y=0)가 가능한 결과이다. 보험자 증명시스템
하에서는 (E=0, X=0, Y=y) 또는 (E=e, X=x, Y=0), 또는 (E=0, X=0,
Y=0) 가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비용이 치료비에 비해 작은 액수라고 가정
한다면, 근로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는 (D=d, X=x, Y=0)를, 보험자 증
명 시스템 하에서는 (E=e, X=x, Y=0)를 얻을 것이다. 또한 e<d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는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만약 e는 그리 크지 않으나 d가 너무 크다면, (D=0, X=x, Y=0)와
(E=e, X=x, Y=0) 가 각 시스템의 결과가 된다. 이 때에는 근로자 증
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된다.
끝으로, e와 d 모두 매우 크다면, (D=0, X=x, Y=0)와 (E=0, X=0,
Y=y)가 각 시스템의 결과가 된다((E=0, X=0, Y=0)도 가능하긴 하지
만, 흥미로운 경우가 아니므로 무시하고자 한다). 이 때 총효용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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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K=(y-x)(L-1)가 된다.

따라서, y>x 이면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y<x이면 근로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3) 치료비가 낮을 때: L < 2
이 경우는 근로자 증명 시스템의 경우 1 또는 3과 보험자 증명 시
스템의 경우 4 또는 5에 해당한다. 근로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는(D=0,
X=x, Y=0), (D=d, X=x, Y=0) [경우 1], 또는 (D=d, X=0, Y=0)가 [경
우 3] 가능한 결과이다. 보험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는 (E=0, X=0,
Y=y) 또는 (E=e, X=0, Y=0), 또는 (E=0, X=0, Y=0) 가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 비용이 치료비에 비해 작은 액수라고 가정
한다면, 근로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는 (D=d, X=0, Y=0)를, 보험자 증
명시스템 하에서는 (E=e, X=0, Y=0)를 얻을 것이다. 또한, e<d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는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만약 e는 그리 크지 않으나 d가 적당히 크다면 (근로자 증명 시스
템의 경우1), (D=d, X=x, Y=0)와 (E=e, X=0, Y=0)가 각 시스템의 결
과가 된다. 이 때 K=x+(1-x)(d+L)-(e+L)이다. 이 때에는 d>[e+
(L-1)x]/(1+x) 이면, K>0이 되고,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된다.
만약 e는 그리 크지 않으나 d가 매우 크다면 (근로자 증명 시스템
의 경우1), (D=0, X=x, Y=0)와 (E=e, X=0, Y=0)가 각 시스템의 결과
가 된다. 이 때 K=x(1-L)-e<0이다. 따라서, 근로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된다.
끝으로, e와 d 모두 매우 크다면, (D=0, X=x, Y=0)와 (E=0, X=0,
Y=y) 가 각 시스템의 결과가 된다((E=0, X=0, Y=0)도 가능하긴 하지
만, 흥미로운 경우가 아니므로 무시하고자 한다). 이 때 총효용의 차
이 K=(y-x)(L-1)가 된다. 따라서, y>x이면,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y<x이면 근로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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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의 요약
위에서는 몇 가지 선별된 경우에 대해 두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찰
하였다.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 치료비가 산재증명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면,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증명
시스템이나 보험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 모두 산재 증명에 투자
를 하는데, 우리의 가정상 보험자가 더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 치료비가 큰 경우에,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근로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크다면(즉, e는 작은 값이고, d가 e에
비해 큰 값이면), 기업 부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근로자의 산재 증명 비용이 크면, 근로자는 산재 증명을 포기하
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은 산재 예방 투자를 할 필요가 없
다. 한편, 보험자의 산재 증명의 비용은 크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산재 증명에 투자할 것이다. 또 산재로 증명될 경우의 기업의 부
담분이 크다면, 기업은 산재예방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
로,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이 작으면서, 산재 예방의 효율성이
큰 경우에는(y가 큰 경우),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한편, 기업의 부담분이 작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산재 증명에 투
자를 하는 경우, 기업은 산재 예방의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보
험자의 산재 증명에의 투자는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에는 근로자의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 치료비가 낮은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분도 낮으므로, 기업은 산재
예방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근로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크다면(즉, e는 작은 값이
고, d가 e에 비해 큰 값이면), 근로자는 산재증명에 투자하지 않
는 반면, 보험자는 산재 예방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나, 치료비
가 낮으므로, 산재 증명의 효과는 크지 않게 된다. 종합적으로,

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선보장에 관한 고찰 301

근로자의 산재 증명 포기가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
서, 근로자의 산재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물론 d가 그리
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여전히 산재 증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 산재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 끝으로, 근로자와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이 모두 큰 경우에는
둘 다 산재 증명을 포기할 것이다. 근로자의 산재 증명의 포기는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를 0으로 만들고, 보험자의 산재 증명 포
기는 근로자의 산재 예방 투자를 0으로 만든다. 따라서,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가 근로자의 산재 예방 투자보다 더 효율적인 경
우에는 보험자 산재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그 역도 성립
한다.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보험자 산재 증명 시스템의 선택:
- 산재의 치료비가 산재 증명 비용에 비해서 매우 클 때
- 치료비와 기업의 부담분이 크고,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작고,
근로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크고, 산재 예방의 효율성이 클 때
- 치료비가 낮고,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작고, 근로자의 산재
증명 비용이 아주 크지는 않을 때
- 근로자와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이 모두 크고, 기업의 산재예
방투자가 근로자의 산재예방투자보다 더 효율적인 때
근로자 산재 증명 시스템의 선택:
- 치료비와 기업의 부담분이 크고,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작고,
근로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크고, 산재 예방의 효율성이 낮을 때
- 치료비는 높되 기업의 부담분이 작을 때
- 치료비가 낮고,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작은 반면, 근로자의
산재 증명 비용은 클 때
- 근로자와 보험자의 산재 증명 비용이 모두 크고, 근로자의 산재
예방 투자가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보다 더 효율적인 때
우리는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어도, 현실을 감안하면 다
음과 같은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산재 증명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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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경우는 치료비가 큰 경우이다. 따라서, 우리는 치료비가 높은
경우를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산재 예방 투
자는 근로자 개인의 산재 예방 투자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은 “산재의 치료비가 산재 증
명 비용에 비해서 매우 크고 기업의 산재 예방의 효율성이 클 때”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자 산재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임
을 우리의 모형은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모든 현실적 상황이 이 경우
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의 산재 증명 시스
템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7.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
근로자의 부(wealth)의 제약은 근로자의 산재 증명 시스템의 효율
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산재 증명에 다소 시간이 소
요되고, 그 기간 동안 산재 증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주체가 치료
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부에 제한이 있다면 근로자의 산재
증명 시스템 하에서, 근로자는 과도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다. 우리의 모형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법은 근로자 산재 증명 시스템
의 경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A가 소요된
다고 가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은 보험자 산
재 증명 시스템이 더 유리하게끔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현실적인
예로 상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보험자 산재 증명 시스템이 더 효
율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부의 제약을 추가하여도 그 결론에는 변화
가 없다.
이제,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함께 보험자 산재증명 시스템 하에서,
선지급된 보험금의 회수 문제를 고려하자. 보험자 산재 증명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될 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산재가 아
님을 증명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자.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에
서의 암묵적인 가정은 산재보험금의 회수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
이었다.

만약, 선지급된 보험금의 회수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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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율을 a라고 하자.
이 때, 각 경제주체의 산재 예방 투자의 의사결정문제는 다음과 같
이 바뀐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보험자가 산재 증명에 투자한 경우(E=e), 근로자의 기대효용은 다
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B＝(W-X)(1-P)＋(1/2)P[W-X＋W-X-aL]
＝W-X-(1/2)(1-X-Y)aL
X＝x if aL ≥ 2;
X＝0 if aL < 2.
한편, E=0이면, 근로자는 항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EB=
W-X가 되고 최적 X=0이 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
보험자의 경우,
E＝e일 때,
EI＝V(1-P)＋(1/2)P[V-e-L＋C＋V-e-(1-a)L]
＝V-(1-X-Y)(2e＋(2-a)L-C)/2
한편, E＝0일 때에는 보험자는 항상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므로, EI
＝V-(1-X-Y)(L-C)이다.
만약 회수율 a가 1에 가깝다면, 위에서 고찰한 결과가 대체로 성립
하며, 질적인 결과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제, 회수율이 매우 낮다고
가정해 보자. 간단히 a=0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이 때에는 X=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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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근로자는 산재예방에 투자를 안하게 된다. 이 가정 하에서,
앞 절의 논의를 따라서 보험자의 산재 증명 투자의 의사결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C<2
E=0인 경우, X=0, Y=y이므로, EI0=V-(1-y)(L-C)이다.
E=e인 경우, 위의 논의에 의하면, X=0, Y=y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EIe=V-(1-y)(2e+(2-a)L-C)/2 가 된다. 우리는 a=0인 경우를 상정하
므로 산재 증명 투자의 상대적 가치 H≡EIe-EI0<0이 되어 항상 E=0,
X=0, Y=y의 결과를 얻는다.

나. C < 1
C<1이므로, E=0인 경우, X=0, Y=0이므로, EI0=V-(L-C)이다.
E=e인 경우, 위의 논의에 의하면, X=0, Y=0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EIe=V-(2e+(2-a)L-C)/2가 된다. 우리는 a=0인 경우를 상정하므로
산재증명투자의 상대적 가치 H≡EIe-EI0<0이 되어 항상 E=0, X=0,
Y=0의 결과를 얻는다.
위의 논의는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클 때 보험자는 산
재증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
자는 산재 예방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근로자 산재 증명 시스템
과 보험자 산재 증명 시스템을 비교해보자. 우리는 위에서 현실적인
경우로 간주한 “산재의 치료비가 산재 증명 비용에 비해서 매우 크고
기업의 산재 예방의 효율성이 클 때”에 한정해서 두 시스템을 비교하
고자 한다.
앞 절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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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증명
(1) L ≥ 2 & C ≥ 2:

보험자 증명

d, x, y

0, 0, y

(2) L ≥ 2 & 1 ≤ C < 2:

d, x, 0

0, 0, y

(3) L ≥ 2 & C < 1:

d, x, 0

0, 0, 0

(4) L < 2:

d, 0, 0

0, 0, 0

이상 각 4 경우에 각 시스템 하에서 근로자 부의 제약에 따른 비용
A를 고려한 총효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증명

보험자 증명

(1) L≥2 & C≥2 :
W＋U＋V-x-y-(1-x-y)(d＋L＋A)

W＋U＋V-y-(1-y)L

(2) L≥2 & 1≤C<2 :
W＋U＋V-x-(1-x)(d＋L＋A)

W＋U＋V-y-(1-y)L

(3) L≥2 & C<1 :
W＋U＋V-x-(1-x)(d＋L＋A)

W＋U＋V-L

(4) L<2 :
W＋U＋V-(d＋L＋A)

W＋U＋V-L

이 총효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1) L≥2 & C≥2 : L<1＋(1-x-y)(d＋A)/x이면, 보험자 증명 시스템
이 더 효율적임.
(2) L≥2 & 1≤C<2 : 항상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임(y>x
임에 유의).
(3) L≥2 & C<1 : L<1＋(1-x)(d＋A)/x이면,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임.
(4) L<2 : 항상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임.
이 결과는 선지급 산재보험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을 때하고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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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지급 산재보험금의 회수에 문제가 있을 때에
는 보험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산재 예방 투자
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L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산재 증명
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치료
비가 크다고 해도, 근로자의 증명 시스템 하에서 기업이 산재 예방 투
자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업이 산재 예방에 투자하는 보험자 증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L ≥ 2 & 1 ≤ C < 2의
경우). 한편, 근로자의 부의 제약에 따른 비용(A) 이 크다면, 어느 경
우에나 보험자에게 산재 증명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8. 결 론
우리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산재 증명의 책임을 근로자와 보험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고찰하였다. 이 분석에는
책임의 부과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 인센티브에의
영향, 근로자 부의 제약, 그리고, 보험금 선지급시 추후의 보험금 회수
문제 등이 고려되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적인 경우라고 여겨지는 “산재 치료비가 산재 증명 비용에 비해
서 매우 크고 기업의 산재 예방의 효율성이 클 때”: (1) 선지급 산재
보험금의 회수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산재 증명의
책임을 부과하고, 치료비를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다. (2) 그러나 선지급 산재보험금의 회수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
험자 증명 시스템 하에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산재 예방 투자를 하
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가 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산재 증명의 책임
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
의 효율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여전히 보험자에게 산재 증명의 책임
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근로자의 부의 제약에 따른
비용이 크다면,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산재 증명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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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은 선보장제도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는 치료비(요양급부)에서, 미국에서는 석면직업병에 관해서 선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민영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험자의 책임이 다소간 인정되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선
보장을 시행 중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두텁게 구축된 독일과
캐나다에서 선보장제도가 확인되지 않으나, 독일의 노동계에서는 선보
장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산재 증명의 책임을 노동자와 보험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고찰하였다. 이 분석에는 책임의 부과에 따른 노동자
와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 인센티브에의 영향, 노동자 부의 제약, 그
리고, 보험금 선지급시 추후의 보험금 회수 문제 등이 고려되었다. 기
업의 산재 예방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산재
증명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선지급보험금이 회수문
제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효율적
이다.

그러나 만약 노동자의 부의 제약에 따른 비용이 크다면, 선지

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산재 증명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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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일반적 분쟁해결절차에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권리가 있다고 주
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과 신속성 그리고 경제성을 보장하
게 된다. 현행 한국의 산재보험 관련법규는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자는 기본적인 일반원칙에 따르되 피
해자의 신속구제를 위해 탄력적인 실무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피해자보호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산재근
로자의 여건 및 보험자의 경험과 전문성, 유사시 급여회복 가능성 등
을 두루 감안하여 여러 가지 입법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2000년 1월 1일 이후 만 3년간 접수된 25만
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산재보험의 승인율 95%(직업병은
61%)는 외국(캐나다 78%, 독일직업병 3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산재근로자들의 산재보험금 지급절차에 관한
일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승
인절차(인정기준 등)를 운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처리기간에 있어서는 상해의 경우 평균 14일(표준편차 26일), 직업
병은 평균 41일(표준편차 68일) 등이 소요되어, 외국과 마찬가지로 상
해보다 직업병 처리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평균처리기간보다
표준편차가 높다는 점은 앞으로 산재보험 처리방법의 표준화 및 업무
처리개선 등이 요망된다. 그 외 불복상신건 및 불승인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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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이론적 평가
경제학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현행 입증책임의 근로자부담방식은
나름대로 유효성과 문제점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현행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잠재적인 불승인 신청건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부당부담의 배제, 그리고 주장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입
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의 일반원칙 등에 있다.
반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처리기간이 장기인
산재보험 승인절차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
고 이로 인해 산업평화를 추구하는 산재보험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선지급보험금의 회수문제와 노동자의 경제적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현행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원칙
으로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겠다.

2. 국제적 정합성 평가
외국제도의 분석을 통한 국제적 정합성을 분석해 보면, 신고의무에
관한 한 근로자가 아닌 의사, 사업주 또는 보험자 등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근로자 신고방식은 추가적인 여타국
의 추가조사 및 국제적 정합성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인정기준에 관한 한 조사대상 4개국 중 3개국은 원인주의를
채택하여 대체로 협소한 편이나, 캐나다는 대체로 완화된 기준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인주의에 바탕한 제한적 인정방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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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선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에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국내
민영보험(자동차보험)에서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
도가 두터운 독일과 캐나다에서는 선보장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독일 노동계에서는 선보장제도의 도입을 한국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현실적 평가
국내통계분석의 결과 외국에 비해 승인율이 높다는 점은 국내 산재
보험 인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 95%의 승인
율은 거의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보험자가 승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관한 한 후
대를 받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노동계가 요구하는 선보장체계로 전환
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경비부담은 5% 요율인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처리기간에 직업병이 상해사고보다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한 외국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승
인체계에 있어서 표준화를 도모하여 처리기간의 변동성(표준편차)을
줄이는 노력이 요망된다. 업종별 승인율과 처리기간이 다른 점에 대해
서도 추가분석이 요망된다.

4. 향후 과제
산재보험 특히 직업병에 관한 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근로자의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심지어 보장내용이 가장 심화된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산재보험 승인 절차 및 기
간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이로 보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취약한 한
국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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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에는 국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작
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먼저 산재신고절차가 변화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고의무가 집중된 현행제도는 외
국에서 찾기 어렵고, 이를 의사, 보험자, 사업주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신고내용을 근로자, 사업주, 의사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보험자에게 신고하는 의무
를 부여하는 한편 허위신고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업
주, 병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의 산재승인율 95% 수준이 타당성을 갖고 (승인기
준이 합리적이라면) 또한 선보장으로의 제도변화에 따른 도덕적해이
가 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선보장제도의 제한적(요양급여에 국
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5%의 추가부담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안정감과 산업평화가 확대된다면 이는 경제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단, 이 경우 모든 산재신고에 대해 산재로 사전승
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심사(screening) 작업이 선행되는 것을 전
제로 한다. 즉, 산재여부가 불명확한 것을 일단 산재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전혀 산재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산재로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선보장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몇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다.
먼저 산재승인율 95%의 타당성 문제이다. 기존에 산재로 신고되어 접
수된 건들에 대해 95%가 승인되는 것은 국내 산재승인기준이 지나치
게 낮은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사업주의 책임을 전제
로 하는 산재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대신 과다하
게 근로자를 옹호하는 불합리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현행 산재보험 인
정기준의 합리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선보장제
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선보장제
도 도입에 대한 보험자측 반론의 근거인 산재보험 재정안정화와 밀접
하게 연관된 부분이다.
또한 선보장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사
업주 및 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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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산재보험
의 부실화 및 제도 붕괴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고절차에서
의사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신고절차의 변화가 진행된다면
의사에 대한 동기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기반구조가 구
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의 것과 연계된 문제이지만 선보장제도 도입 후 사후적으
로 불승인된 근로자로부터 기지급급여를 환수하는 문제이다. 산재보험
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사람에 대해 산재보험 재정에서 급여
를 제공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다. 건강보험에는 보험자부담과 본
인부담이 따로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선보장 후 사후적으로 불승인되
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자간(두 공단간) 사후정산은 물론 해당 근로
자와 근로복지공단간 사후정산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
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의 지급보증 또는 추가적인
민영건강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 건실화가 보장되어야 한
다. 만약 산재보험의 적정 불승인율이 20% 또는 30% 이상이라고 한
다면 선지급 급여의 사후환수는 선보장제도의 전환이 곤란한 결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방안의 하나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산재병원 및 지정의료
기관에 의해서 현물급여가 제공된다. 지정의료기관은 보험자(정부)를
대신해서 산재근로자에게 현물급부를 제공하고 비용은 보험자(정부)
에게 청구하며,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은 지정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에
게 정부를 대신해서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비용은 정부에 청구하
겠다는 계약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 산재근로자는 지정병원에 요양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지
정의료기관이 정부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산재부지급 결정 전
에 지정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에게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
다는 것은 일본의 예에서도 자명하다. 일본에서는 지정병원제도를 통
해서 노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의 선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며, 지정의료
기관이 요양보상급부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시까지 노재근로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지정의료기관제도의 가장 중

제8장 결론 313

요한 목적은 요양급여의 선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도 지정의료기관제도의 운영을 정상화시켜서 지정의료기관이 산재결
정전에 산재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한편, 일본의 지정의료기관은 노동기준감독서의 노재근로자의 요양
보상급부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는 진료비를 회수할 수 없다. 또, 요
양보상급부 신청에 대해서 노동기준감독서가 부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는 노재보험보다 낮고
환자본인부담분을 환자에게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100%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문제이며 산재보험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부지급결정이 된 이상 산재근로자가 아니며, 당연히 건강보험에 의해
서 치료되어야 하는 생활위험에 의한 사상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재결정의 지연 등으로 건강보험 등으로의 청구가 지연되는 결과, 병
원경영이 곤란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병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대
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노재병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노
재보험정보센터이며, 대부금대부사업을 통해서 요양보상급부신청에 대
한 노동기준감독서의 결정이 있기 전에 지정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진
료비를 무이자로 선지급한다. 또, 부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공제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의 진료수가가 노재보험보다 낮아지는
금액과 환자에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을 해당병원에 대해서 보
상한다. 이러한 공제 등의 운영비용은 지정의료기관이 부담하며, 이는
병원의 경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이므로 우회적으로 노재보험과 건강
보험의 진료비에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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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관련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년 7월 31일 부분개정) 제10조는 자동차
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
자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보험사업자의 지체없이 지급할 의
무와 초과지급시 또는 책임이 없는 경우의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규정된 가불금 지급의무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소송 등 분쟁
상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자, 국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가불금 지급의무를 해태
한 보험회사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보험회사들이 일부 경우에 가불금지급을 거절해온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내제되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
금 직접청구권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지급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책임여부를 다투는 소송
등 분쟁상태에서 가불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논거
는 다음과 같다.
- 보험회사가 일단 가불금을 지급하고 나면 가불금의 회수가 현저
하게 곤란해질 수 있다.
- 소송계속 중 가불금이 직접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금전지급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에 의해 상
당부분 전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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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불금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까지 보험회사의 가불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 가불금이 손해배상액의 확정 이전에 피해자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라 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는 보험회사
의 가불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급보증의 철회
가능한 경우를 동법 제11조 5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된 경우이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고, 보험회사의 잠재적
손실(부당 가지급금에 대한 사후환수 곤란)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에
따라 2003년 8월 개정법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분담금에서 반
환되지 못한 문제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
가 70%를 보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保險加入者등이 自動車의 運行으로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 하거
나 負傷하게 한 때에는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관하여는 그 全額
을, 그 외의 保險金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第
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지급을 위한 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請求한 假拂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③ 保險事業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한 假拂金이 지급하
여야 할 保險金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假拂金을 지급받은 者에게
그 超過額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④ 保險事業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拂金을 지급한 경우
保險加入者등의 損害賠償責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假
拂金을 지급받은 者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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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사업자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도 불
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9조 (가불금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피해자 1
인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금)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
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2이상의 사유가 생
긴 경우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산액
-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산액
-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
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중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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