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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업무상 질병과 추정의 원칙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 성 길

2017년 12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추정의 원칙이란 업무상 질병의 

승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작업기간ㆍ노출량이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

면 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

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나서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산재 승인율이 가시적으로 

높아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추정의 원칙이 어떠한 법리로 이론구성

을 하는지, 추정의 원칙이 적용확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등

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당해 논문의 

주된 관심사이다.

우선 선행연구가 사실상 전무하여, 연구자로서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리

에 대한 논문과 현재 시점까지 정부 주도하에 도입된 당연인정기준을 문헌분석법을 

통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배상’이 아닌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로 이미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을 논점의 시작으로 삼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대

립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민법과 달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는 현행법

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리로서의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

적인 의문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살펴본바, 본문과 단

서의 규정방식은 타 법령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며, 실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초기에 고용노동부는 증명책

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용노동부

ㆍ근로복지공단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닌 완화라며 애초에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에 의구심을 갖고 현행법의 해석을 토대로 ‘추정의 원칙’의 이론구성을 살펴

본바, ‘추정의 원칙’은 법리상ㆍ법해석상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논리상 귀결

에 불과하였다. 결국, 추정의 원칙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실무상 

잘못된 법리적용을 하던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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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로서는 추정의 원칙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

니라, 결과론적으로 피재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산재승인율이 높아졌다는 

결과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추정의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당연인정기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과관계의 인정원리로서 

상당인과관계의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피재근로자의 신속ㆍ공정한 보

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자연스레 논의는 어떻게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할 것인가로 향하게 된다. 그동안 

판례로 축적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과 역학연구결과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지만, 구체적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역학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당연인정기준

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였고, 특히 역학연구결과를 활용

하는 방법에서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사회적 당위성을 부여받은 미국의 Hill 기준 

등 선진국 선행연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정부주도하에 그간 실시되어 온 추정의 원칙 적용실태를 분석

한 결과,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현행 규정의 개정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실무지

침 변경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지

양되어야 한다. 물론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부득

이한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당연인정기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적어도 법 또는 시행령이 아닐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더 나

아가 자의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본래 목적과 부합하기 때

문이다.

주제어 : 추정의 원칙,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증명책임 전환, 

        증명책임 완화, 당연인정기준, 역학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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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로자는 일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거나, 일하다 노출되는 

유해요인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그 와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

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전체 종사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수학적 확률로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득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더 이상 근로관계에 종사하지 

못하여 당장 생활고를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적극적 치료비 지출로 생

계 곤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고자 1964년 산업재

해보상보험제도 도입 이래 점진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는 뼈가 부러지거나 출혈이 발생하므로 외관상 명백

한 인지가 가능하고,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업무상 재해

를 인정(최초요양 승인)받아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오랜 시간 무리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근골

격계 질환처럼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유해요인으로 발병되는 업무상 질병은 그 입

증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특히, 유해요인에 노출된 지 작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30여 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긴 잠복 기간을 가진 질병, 직업성 암의 경우(가령, 악성중피종1) 등) 질병이 발현되

어 병원을 찾은 시점에는 이미 관련된 회사로부터 퇴사하였거나 종전 재직한 유해

요인 노출 사업장이 폐업하여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직업성 암에 걸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병이 발

병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하는 것은 잠시 미뤄놓고) 단순히 예전에 그 회사에 

종사해서 임금 받고 일했다는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세무서의 근로소득증명원은 1983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하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이력 역시 2004년 이후부터 전산 조회되며, 전산 조회되는 기록 역시 

불완전하여 누락된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이직 없이 평생 한 기업에 계속 종사하였다고 할지라도 노동법상 

사업주가 근로관계에 관한 서류를 구비ㆍ보관할 법적 의무는 3년이라서 3년 이전의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하나라도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 실정인데,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당해 유해요인과 질병 발현에 인과관계를 원

칙적으로 입증해야 할 증명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민낯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석면으로 인한 ‘폐암’의 경우, 최소 
10여 년의 석면 노출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잠복 기간 역시 질병마다 차이는 있지만, 악성중피종은 
의학적으로 약 30여 년의 잠복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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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받기까지 “근골격계 질병은 72.9일, 

뇌심혈관계질병은 57.8일, 정신 질병은 67.7일, 기타 질병 147.1일, 직업성 암은 

245.6일이 소요”됐다. 산재 결정까지 기다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승

인 여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적 치료 못 받음(7.2%), 휴업급여 등이 늦어져 생계 

어려움(74.8%), 충분한 요양 없이 직장에 복귀해 질환이 만성화됨(67.6%)” 등의 어

려움을 피재근로자들이 호소하고 있다.2) 위 데이터는 2017년 이후 2019년 4월경까

지의 조사결과인데, 2020년 현재 시점에서는‘코로나 19’로 인하여 처리 기간이 

훨씬 지연되는 추세이다.3)

오랜 기다림 끝에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신청

이 불승인되면, 그 순간 피재근로자는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상실감을 겪는다. 하지

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업무상 질병이 걸린 근로자는 재직한 회사로부터 

퇴사에 대한 종용ㆍ압박,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할 우려가 크다. 반면에 불승인 처

분에 대한 취소를 다투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싸울 용기가 필요

하다. 

그러한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걸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혜택을 누리

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아예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와 민사상 합

의, 이른바‘공상’4)합의를 통해 치료비와 휴업 손실을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5) 

애초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원리상 근로자 스스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예견된 문

제의 시작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산재 은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형해화(形骸化)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상 합

의의 폐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 

2) 한국일보, ‘산재처리 평균 3.7개월…마음 졸여 치료받겠나’ , 2019.08.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91646028510 인터넷판 참조 (검색시점 : 
2020.10.05.).

3) 정확한 통계가 산출된 것은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재택근무, 공단 민원인 방문 자제요청 등 전
반적인 업무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외부 자문위원이 대부분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어, 호흡기 내과 등의 특정 진료과목 자문 의사는 병원 업무 과중으로 공단 심의 일정에 아예 참석
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업무상 질병 판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4) 공상 합의는 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산재처리를 배제하고 합의하는 것 자체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상 합의는 재해 발생을 숨겨, 산재 보험료율 증가(할
증)를 막거나, 관할 고용노동부의 관리ㆍ감독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체에서는 관급공
사 등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PQ)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상 합의를 시도한다.

5) 공상 합의의 폐단은 명백한 외상사고(업무상 사고)에서 더욱 빈번할 것이다. 하지만, 업무수행 중 유
해요인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신청으로 말미암아 안전ㆍ보건 조치 미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여 애초에 산재 은폐를 도모하여 공상 합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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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원으로 처리되어야 할 피재근로자의 요양비 처리에 있어서, 산재 

보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상 합의는 이른바 사

업주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6)가 된다. 

2017.12.2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 3의 업무

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어‘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다.8) 

여기서 추정의 원칙이란 “작업(노출) 기간ㆍ노출량이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

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한다.”라는 것이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이후, 실무상 산재보험 인정비율이 가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9) 특히, 추정의 원칙으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비율이 높아

지고 있다.10) 이는 산재법 시행령의 별표 3의 세부 기재 내용이 변경된 이후 별도

로 근로복지공단 자체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된 내역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추정의 원칙이 업무상 재해, 그중에서도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추정의 원칙이 무엇이

며, 도입된 배경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현 산재법 체계 아래에서 일반

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원리와 관계가 어떠한지, 특히 증명책임의 전환이 된 것이냐

의 문제, 그리고 추정의 원칙이 적용확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등 이론적으로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현시점을 기준으로 추정의 원칙과 업무상 질병 당연인정기준에 대한 관련성에 관

한 선행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정의 원칙과 당연인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재

6) 사업장 내의 재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에 영향(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7) 고용노동부에서 ‘추정의 원칙’ 개념 도입은 2017년 9월경이라고 보도자료에서 언급(2018.1.22자 보도
자료, 2019. 5. 2자 보도자료 등) 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변경된 시점은 2017년 12월이고, 실무상 의
미가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추정의 원칙 추진방안 시달’로서 2019년 2월에 행하여지고 그 이후 세
부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되고 있다. 즉 ‘추정의 원칙’ 도입 시점은 고용노동부 보도자
료에 따른 2017년 9월경이라고 하지만, 정작 2017년 9월은 개념을 정한 시점일 뿐, 구체적인 실체가 
없으므로 시행령이 변경된 시점인 2017년 12월을 추정의 원칙 도입 시점으로 보았다. 

8)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2017.
9) “뇌심혈관계질병은 22.0%에서 32.6%로 10.6%P 상승했고, 스트레스 등 정신 질병은 41.4%에서 

55.9%로 14.5%P 올랐다. 또 근골격계 질병은 54.0%에서 61.5%로 7.5%P 상승했고, 직업성 암은 
58.8%에서 61.4%로 2.6%P 올랐다. 이처럼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산재 노동
자가 부담하던 증명책임을 완화한 조치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 ↑ 
증명책임 부담완화영향’, 2018.01.21.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121_0000208530&cID=10201&pID=10200 인터넷판 참조 
(검색 시점 :  2020.10.05.).

10)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근 10년 이내 최대’, 2019.02.26자 보
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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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 판단 원리로서 작용하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관한 선

행 연구를 참조하여, 산재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

준)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추정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먼저 수

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산재법의 변천 과정에서 같은 법의 목적과 기능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고, 잘못된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원리상 ‘업무상’의 개념과 ‘업무수행성’ 및 ‘업

무기인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뒤 산재법상 ‘상당인과관계’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산재보상에서 피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증명책임 부담문제

를 살펴본 뒤, 추정의 원칙 도입배경을 검토하였고, 추정의 원칙이 가진 의의와 한

계, 이론구성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된 관련 판례의 입장 역시 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에 

필요한 만큼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의 원칙에 대한 검토 이후 추정의 원칙 적용확대를 위한 방향

성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당연인정기준’ 정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역학연구결과와의 관

련성이 어떠한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2월 이후 정부 주도하에 이미 진행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각 고

시와 지침변경내용 역시 검토하였고, 향후 후속될 당연인정기준 제정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관해 서술한 후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괄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원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산

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제도적 성격을 먼저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산

재 제도 자체가 시민법상 배상책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 보장적 보상책임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재 제도가 가진 특성을 고찰하여야 업무 관련성 판단 원리에 접

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후 산재보험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업무 관련성의 판단을 위해 (구)산재법에서 판단지표로 삼았던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이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현재도 유효한지, 특히 업무상 질병을 판

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업무수행성이 요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 뒤, 상당인과관계설이 산재보험 제도에 부합하는지를 검

토하였다. 

나아가 독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상의 인과관계를 ‘중요조건설’에 따라 

판단하기에 논의 전개상 필요한 범위만큼 짚어 보았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누가, 어느 정도 증명책임을 가지는 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기에 일반이론을 정리한 뒤, 산재법 제37조 규정이 간주규정인지 여부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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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책임 전환규정인지 여부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배경과 추정의 원칙이 가진 

의의ㆍ한계ㆍ이론적 구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추정의 원칙이 적용확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당연인정기준이 가진 당위성과 이미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입법례를 고찰하였고, 타법 분야에서의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와 그간의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주도하에 추정의 원칙이 가져온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당연인정기준의 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역학연구결과가 가진 의

미와 한계를 살펴본 뒤,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서 역학이 기여할 수 있는지, 당연

인정기준의 근거로 활용할 때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그간의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당연인정기준을 문헌분석법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요약 정리한 뒤 향후 당연인정기준이 제정된다면 이

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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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업무 관련성 판단의 원리와 상당인과관계

제1절 산재보험의 역사적 발전과 제도적 성격

1. 사용자 배상책임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점진적 변화

산업혁명 이후 줄곧 자본가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반면에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자본가에게 귀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

한 구조에서는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저임금ㆍ장시간 근로ㆍ위험한 

작업 강행 등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대척점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에 대한 배려는 등한시되어, 노동자들은 만성 과로와 노동력 착취로 열악한 근로환

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자본주의하에서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인 

것이다.11) 이러한 문제는 시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름하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지속되다가, 자연스레 문제

의식을 갖게 되어, 과실책임주의의 완화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책임제도가 등장하였

다. 하지만, 사용자의 항변권12)을 널리 인정하였던 이유로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여

지자 결과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로 변천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재의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는가 혹은 근로자 측에 있

는가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산재보상의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무과실책임의 원

칙하에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제공하게 되었다. 즉, 산재보상의 경로가 과실책임주

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이행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초기에 재해보상제도는 피재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였을 뿐, 그 가족의 생

활보장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점차 사회보장법 체계로 편입되어 업무상 재해의 위

협으로부터 피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로 변천하게 되었다.14) 지금은 생활 보장적 요소가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제

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15) 더 나아가 선진국16)에서는 사회보

11) 김교숙, “업무상 재해의 인정”,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학』 제14권, 2003, 2쪽.
12) 당시 시민법상 사용자에 인정된 주요한 항변 논리로서는 위험인수의 원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인수하였다는 이유), 기여과실의 원리(근로자가 자기의 과실의 기여로 사고가 발생하
였을 경우 법원이 사용자의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원리) 등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김교숙, 앞의 논문, 5~7쪽. 

13) 석재은,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
회, 『비판사회정책』 제14호, 2003.4, 150쪽.

14) 김교숙, 위의 논문, 22쪽.
15) 우리나라의 재해보상은 한편으로 재해 보상적 색채를 띠고 있으면서 동시에 생활 보장적 성격을 함

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인데,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상이 갖는 손해전보적 성격을 중시하여야 하느냐 또는 제도 전반의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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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적 성격의 강화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全) 국민 재해보험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17) 

2.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변천 과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개정

우리의 경우, 1964년 산재보험 제도 시행 이래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점진

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에 변화된 주요 개정 연혁만을 보더라도, 1997년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열거

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

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시행규칙 제33조)으로 본다고 명시하였고, 

1999년 개정에서는 근로자의 출ㆍ퇴근사고(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와 관련하여 업무

와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다고 개정하였다. 2000년 개정에서는 자살의 경우에도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

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

하였고, 2001년 개정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9조의2). 2007년 12월 개정은 2006년 12월 노사정위

원회에서 합의ㆍ의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근간으로 하여 비교적 소홀

하였던 요양 관리를 재점검하고, 요양 종결 이후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높였고,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심사ㆍ재심사청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

히 근로자성 확대에 대한 각계 논의를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

험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 개정에서는 유족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성차별적 요소이던 남자 

배우자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연령범위는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

여하였다. 2015년 1월 개정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산재 요양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부득이 후유증상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그동안 건

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상호 간의 비용구상문제로 다툼이 있던 것을 조정하였

다. 산재 종결 후 2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2년 이후에는 건

오늘날의 재해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김대석ㆍ백승흠, “산업재해보상의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청주법학』 제31권 제2호, 
2009, 185쪽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523면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9, 493쪽.

16)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등은 산재보험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 몇 개의 국가에서는 산재보험을 일반사회보장체계 내로 완
전히 흡수 통합하고,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폐기하였다. 석재은, 앞의 논문, 156~157쪽.

17)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산업구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 산재 발생률이 줄어들고, 이후 안정적으
로 유지되어 산재보험의 여유가 생기고 이는 비근로자 사고까지 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재은, 앞의 논문, 154~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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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산

재 종결 이후 2년 이내에 동일상병 치료비용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18) 

2016년 12월 개정에서는 산재처리를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조항을 신설하였고, 2017년 10월 개정에서는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2019년 1월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19)에 맞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

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산재보상제도는 본래적으로는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출발하였으

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향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

다.20) 

(2) 2007년 12월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의 산재법 개정 방향은 일관되게 적용 범위 확대, 사

회보장 강화로 이름 붙일 수 있고, 특히 2007년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

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의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편으로는 그 궤적을 달리한다. 

우선, 산재법 제37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업무상 질병 인정의 인과관계 기준을 상당인과

관계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업무상 재해를 판정할 때, 상당인과관계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판

례가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법의 시작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이었으나, 이

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지하다

시피 산업재해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그 본질에 

관하여 생활 보장설이 지배적인 견해21)라는 점에서 볼 때,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

18)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고정된 증상의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 치료의 법적 성격과 치료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0299판결’에서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
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노
호창,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사소송간의 관
계에 관한 실무적 쟁점의 검토”, 『법이론 실무연구』 제5권 제2호(2017.8), 19쪽.

19)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
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박종희,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고찰(입법기술적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노
동법학』 제47호, 2013.9, 98쪽.

21) 사용자의 위험책임을 근거로 한 배상 책임설과 근로자의 생활보장책임을 논거로 한 생활 보장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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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 공동체가 사회보험을 통하여 생활 보장

을 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은 민법에서 시작하여 

발달한 인과관계이론으로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한 업무상 질병인정 원리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

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22)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해서 논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

루고자 한다.

한편, (구)산재법 시행령 제33조(업무상 질병)에서는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

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기

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

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

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개정하였다. (구)산재법에서 업무상 요

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던 것을 요건을 강화하여“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

고 개정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23)

이외에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두고 있던 산재법 시행령 별표 

3도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

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하였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던 것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개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발병 전 1주일 

대립이 있었으나 지금은 생활 보장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김교숙, 앞의 논문, 28쪽.
22) “시민법 원리와 산재보상원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당인과관계 이론으로 파악하는 것은 

산재보상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인과관계이론이라 할 수 있다. 법률이나 판례는 아직도 상
당인과관계 이론에 입각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
는 산재보상제도의 목적이나 이념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교숙, 앞의 논
문, 28쪽.

23) 2007년 12월 14일(시행 2008년 7월 1일) 전부개정된 산재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ㆍ의결(2006년 12월 13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
로자에 대한 의료ㆍ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
로자의 직업ㆍ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ㆍ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간 보험
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ㆍ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
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고,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법 시행령 개정이유를 살펴
보더라도,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만 적시하고 있어, 위와 같
이 오히려 산재적용범위 확대에서 퇴보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ㆍ의결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제처, 2008. 7. 1일자 산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795&ancYd=20071214&ancNo=08694&efYd=
2008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시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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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어, 종전 과로의 기준을 재해발생일 직전 ‘3일’ 이내의 업무량 증가에

서 ‘1주일’ 이내의 업무량 증가 또는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되었는지로 변경하여 요건을 강화하였다. 결국,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기준이 종

전보다 엄격해져서 피재근로자가 승인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개정된 내용은 2008년 7월 시행되었는데, “판정위원회 운영 직전인 2008

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이 39.2%였으나,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

지는 불승인율이 55.3%로 증가하였고,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는 63.9%”24)늘어난 

결과를 보더라도 산재 불승인율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7년 개정은 외형상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 기능 강화인 것처럼 보이지

만, 그 이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전이 아니라 퇴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입법

자가 의도한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노사정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제ㆍ개정은 피재근로자

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로 일

관된 외관을 가지지만, 정작 2007년의 개정은 노사정의 합의를 토대로 도입되었음

에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오히려 산재보험의 퇴보로 귀결되었던 아쉬움이 남는

다. 이 와중에 최근 2017년 12월에 추정의 원칙이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어 실무

상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25) 

요컨대, 아직도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

상책임을 국가가 대위하여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금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보장법상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26)

훗날 선진국처럼 산재 발생률이 안정화된다면 남은 산재보험기금의 여유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

재 발생률이 아직도 높은 편이고 중대재해 발생빈도 역시 높은 편27)이어서 당분간 

24) 박지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쟁점-산재보험소송상의 증명책임에 관한 쟁점”, 『대한직업환경의학
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11, 26쪽.

25) 위 추정의 원칙이 산재보험 제도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매우 중
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논리의 전개상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고찰을 먼저하고, 추정의 원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순서상 맞기에 현행 법령 및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해 살펴
보고 이어 추정의 원칙을 후술하고자 한다.

26) 김교숙, 앞의 논문, 23쪽.
27) 최근에는 높은 산재 발생율과 높은 사망 만인율을 이유로, 민주노총에서 발의한 ‘전태일 3법’ 중 ‘중

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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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상혜택 대상을 업무상 재해로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제2절 업무관련성 판단원리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법령의 규정

업무상 질병의 유형은, 첫째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

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둘째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셋째 업무

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넷째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

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법 제37조).28)

다만, 업무와 재해(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질병의 구체

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9)에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주와 관련 공무원 등에게 사업정지, 면허취소, 징역형을 비롯한 강화된 처벌 수위와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10배)를 도입하고자 한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지금의 우리나라 산재 실태를 비춰주는 것이
다.

28)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

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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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44조 제1항30)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31)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다음,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종사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이 그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당해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인 경우 업무상 부

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

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것이다(시행령 제

34조 제2항).

산재법 제37조 제1항 라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직업

성 질병과 달리 특정 유해인자의 작용 없이 업무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는 점에서 ‘업무관련성 질병’이라고도 하는데, 첨단산업 시대에 새로운 질병 유

형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며, 그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렵다32)는 점이 특

징이다.33)

아울러, 업무상 질병은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체질 및 건강정도를 고려하여 

판단(시행령 제34조 제4항)하며,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이원화 되

어 있다는 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책임보험원리

로서 발전ㆍ확장하여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당연히 보상내용 뿐만 아

니라 적용범위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보다 추가

적으로 더 많은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

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3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마. 직업성 암 
바. 근골격계 질환 
사.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재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32) 박지순, 앞의 논문, 31쪽.
33)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일종의 포괄적 규정으로 보는데, 구체적 인정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인정기

준을 전제로 한 신속한 산재승인을 할 수 없지만, 추정의 원리상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없거나 상이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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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그 시작은 책임보험적 성격이었지만 사회보장제

도로 자리매김한 상태라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인정기준을 갖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지금의 이원적 구조

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34)에 적극 찬동한다.  

2.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1) ‘업무상’의 개념과 판례상의 개념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험급여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

청(최초요양신청 등)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그런데 현행 산재법에서는 ‘업무상’35)의 개념 그 자체를 정의하지 않고 있어 

무엇이 ‘업무상’ 인지가 문제가 된다. 과거 산재법(81.12.17 개정 이전)에서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36)

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명문화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삭제하여 단순히 ‘업무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

다. 

이에 판례에서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37)라고 해석하여 기본적으로 업

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여기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93.1.19. 선고, 92두13073)”라고 하면서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즉“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

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대법 1999.1.26. 선고, 98두10103)”라고 본다.38)

34) 박종희, 앞의 논문, 113쪽.
35) 현행 산재법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기를 “업무상의 재해란 업

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7
조 제1항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36) 구 산재법(81.12.17 개정 이전)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7)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7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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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례는“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

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

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

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이다.39)

한편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질병의 관계, 즉 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성을 말한다. 학설에서는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

어 상당인과관계설, 업무관련성설40), 합리적관련성설41), 상관적판단설42)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산재법상 ‘상당인과관계’를 명시한 이상,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당인과관계설

여기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며, 산재보상제도 역시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제로부터 

형성되어 왔고, 산재보상도 궁극적으로 손해전보의 형태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는 2007.12.14 법률 제8373호에 따라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명문화되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형적인 상당인과관계설과 달리, 일반인ㆍ평균인의 사회

경험칙이 아닌, 개별적ㆍ구체적 상황하에 있는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가 명문화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없이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가 보험급여 신청을 한 뒤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

38) 이흥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판례요지의 쟁정별 정리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법학』 제40권 2호, 1999, 183쪽.

39)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4751 판결.
40) 근로자ㆍ유족의 생활보장과 산재법의 보호목적 관점에서 업무상 재해는 문자 그대로 업무와 재해 사

이의 관련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교숙, 앞의 논문, 2003, 26쪽. 
41) 재해보상의 본질이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점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을 본질로 하는 손

해배상제도와는 다른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업무와 재
해와의 합리적 관련성 유무에 따라 보상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는 이론이다(일본에서 주창되고 있
는 학설임).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 소송』, 2016, 239쪽.

42) 재해의 인정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어느 한 쪽의 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 다른 쪽의 요건은 경미해도 좋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없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오
윤식, “업무상 재해의 요건과 증명책임”,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2014.02,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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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

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

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 된다”43)고 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

다.44)

상당인과관계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상당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학설과 판례가 이 점에 대해서 통일

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성의 요체가 그 원인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45)

(4)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업무상의 개념과 상당인과관계와의 관련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산재법에서‘업무상’의 개념은 정확히 개념 지어져 

있지 아니하다. 다만, (구)산재법(81.12.17 개정 이전)에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

성을 업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판례 역시 같은 법 개정 전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의 유형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크

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성 질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된 재해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반면에 직업성 질병은 오랜 시간의 경과를 거쳐 발병(발현)되므로, 근무시간 중 

또는 사업장 내에서 발병되리란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병한 때와 장소는 중

요한 판단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46)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보면, “시간

적ㆍ장소적 요소에 착안한 업무수행성의 문제는 거의 없고, 직접적으로 업무기인성

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47)

요컨대,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이 1차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기인성

이 1차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48) 

43)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두5501 판결.
4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1996.9.6. 선고, 96누6103 판결 ; 대법원 
1997.5.28. 선고, 97누10 판결 등 다수).

45) 성대규,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 한계와 중요조건설-‘업무상 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집, 2019.9, 272쪽.

46)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사고성)은 업무수행성이 중요하지만, 직업성 질병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의 원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
상으로 인한 질병은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즉 직업성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주로 논하고 
자 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은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논의하고), 업무상 질병
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직업성 질병을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47) 사법연수원, 앞의 책, 2016, 238~239쪽.
48)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의미하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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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무상 질병에서의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업무

관련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법 제37조는 명백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을 인과관계

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업무와 질병발현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업무기인성을 의미하므로, 상당

인과관계와 업무기인성은 동의어인 것이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경험칙상 상당

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이

다.

요컨대, 2007년 산재법 개정으로 그간의 판례입장을 받아들여 상당인과관계를 업

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기준으로 명시하였기에 각기 다른 학설의 입장은 논의의 실

익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인과관계라면 이후 이어질 

‘추정의 원칙’에 대한 고찰 및 후속될 법 개정 역시 그 틀을 벗어 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후에서는 산재법상의 인과관계 기준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정당한 것인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 적합성 여부

1. 산재법의 목적과 기능적 관점에서 본 상당인과관계설

법학에서 인과관계는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원인과 결과를 자연적 관

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한편, 법학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가치론적 관점에서 정립된 법적 개념이며, 법

적 인과관계이론은 어느 조건에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귀책이론 또는 귀속이론

이 되게 한다. 그와 같은 이유로 법적인과관계는 반드시 모든 법 영역에 일률적으

로 적용될 동일한 이론에 의하여 파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 민법, 사회법 

등 각 법 영역의 특수성에 부합되게 달리 이해되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볼 때에는 어느 행위와 모든 결과가 그 행위

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행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내, 그 행위와 그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조건들을 배제하는, 또는 그 반대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건들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이론적 판단기준, 즉 책임을 제한하는 

는 때”에 반드시 발병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도 사업장 밖에서 또는 업무 후에 발생하는 경우
도 적지않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서는 업무수행성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서 삼는 것은 무
의미하고 업무상 사고와는 반대로 업무기인성을 1차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박지순ㆍ이주원,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제63호(2011.12.),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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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형법 분야에 있어서는 책임론, 위법성론이고 민법 분

야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인 것이다.49)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학자에 따

라 달리 정의내리지만), 그 공통분모는 원인과 결과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어느 원인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데 

있기에, 그 원인은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원인

과 결과 발생간의 관계가 너무 멀어, 일반적으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가령,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이 결부된 때)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50) 

따라서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은 보통 또는 일반인의 생활경험상 원인과 

결과 간에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 뒤, 상당인과관계설이 귀책이론으로서 기

능과 성격을 고려하면, 어느 결과(손해)를 어느 행위(행위)에 귀책 시키느냐의 규범

적 판단이 당연히 따라온다. 여기서 ‘상당성’의 판단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분배

를 위해 손해배상의 범위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업무상질병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된

다. 왜냐하면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결과(손해)와 행위(원인)를 법적 인과관계로 판

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귀책 시키는 것 자체가‘상당성’이 있어야 타당하기 때문

이다. 

즉, 상당인과관계설 하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인 고의나 과실이 행위자에게 

전혀 있지 않을 때(무과실책임),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자에게 책

임을 지우는 것이 논리상 타당성을 얻을 수 없다.51) 

가령, 석면에 노출된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된 경우,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하

여 발생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다만, 유해요인인 석면에 10여 년 노출되고 

잠복기간이 30여 년 경과되어야 그제 서야 발현된다. 종래에는 석면의 유해성에 대

하여 의학적ㆍ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광범위하게 석면이 사용되었다. 석면은 

단열성 및 보온성이 우수하여 산업에 있어서 필수재로 여겨졌기에 국내에서도 건설

업, 플랜트, 석유화학ㆍ정제업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그 유

해성을 뒤늦게 알게 되어, 국내에서는 2009년이 되어서야 법으로 사용 금지하게 되

었다.52) 석면의 유해성을 모르고 보온재로 제공한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 역시 석면

49) 상당인과관계설은 순수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으로부터, 어느 행위의 결과(손해)를 어느 행위자
에게 어느 범위 내에서 귀책 시킬 것인가의 귀책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이
론은 어느 행위의 결과를 행위자(채무자,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귀책시키는 것이 공평한가, 즉 어느 
행위의 결과에 대한 행위자에의 귀책이 어는 정도 기대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됨으로써, 순수인과관
계 문제는 상당인과관계설과 같은 법적인과관계이론을 통하여 귀책이론으로 그 성격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이상광, “산재보험법의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 상당인과관계설과 중요조건설을 중
심으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1권, 2003, 200~203쪽.

50) 이상광, 위의 논문, 202쪽.
51)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무과실책임주의, 위험책임분야), 특히 위험책임에서는 오히려 그 

원인에 의한 결과 발생이 ‘보통’에 생기는 개연성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상책임
을 인정하기 때문에 역시 상당인과관계설은 부적합하다. 

52) 석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ㆍ사용이 금지되고, 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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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롭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30년이 지나 악성중피

종이 발현된 경우,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관계 법령 어디에도 석면의 사용금

지 및 유해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는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반대로 귀책사유가 없으면 당연히‘상당성’이 없으므로 산재보

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상당인과관계설은 산재법에 인과관계이론

으로는 무력해진다.

요컨대, 고의ㆍ과실에 의한 결과발생을 규범영역의 핵심으로 삼지 않는 산재보상

의 영역에서는 결과발생과 조건 사이의 상당성 및 규범목적이 인과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53) 따라서 산재보상에서의 상당인과관계, 상당성의 의미는 산재법의 목

적과 기능의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산재법의 목적54)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근

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산재법상의 명시된 상당인과관계의 ‘상당성’은 업

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의 보호라는 목적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 기

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설의 부적합성

상당인과관계는 민법에서 발달된 이론이며, 대립되는 두 법률당사자(가해자ㆍ채무

자와 피해자ㆍ채권자 관계) 사이에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평가에 있어서, 그 발

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귀책 시키는 귀책이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여기서 

‘상당성’은 사회 일반인, 통상 경험의 관점(추상적ㆍ일반적 측면 중시)과 예견가

능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당인과관계설은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민법에서와 같이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대립되는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위험공동체가 사회보험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관계이

다.55) 한편, 민법에서 과실비율의 확정은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한다. 그런데,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56)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든 기본

석면 사용 금지 법안이 만들어져 2009년 석면과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 제조, 유통, 수입이 전면 금
지되기까지 석면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악성중피종의 발생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악성중피종 [malignant mesothelioma]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6432&cid=60406&categoryId=60406 (검색시점 
: 2020.9.20.).

53) 박종희, 앞의 논문, 115쪽.
54) 산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
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5) 이상광, 앞의 논문, 196쪽.
56) 여기서 과실상계를 논할 때, 피해자(피재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달라서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 또는 사회 공동생활상 약한 부주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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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한다.57)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의 과실은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이라는 점에서 과실을 요건으로 하

지 않는 위험책임(내지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의문점

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위험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가해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험책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을 해오고 있다58). 이는 무과실책

임에 있어서도 책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

담이 당해 제도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범위 산정시 참작하

는 것이라고 판단된다.59)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고려한다는 것이지, 산재 보험급여는 법

에 따라 지급(정률보상)되는 것이므로 상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60) 대법원 역

57) 기본적으로 과실상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험책임의 성질에 
반할 여지가 크다. 과실의 합계는 항상 100%라는 점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과실상계는 본
질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위험책임에 있어 (이론적으로) 그 적용 자체가 바
람직하지 않다. 가령,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사례를 보면, 석면의 위험성은 각 나라마다 인지하
여 사용을 금지한 시점이 상이한데, 영국은 1982년에 석면 사용을 금지하였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이 1990년대 말까지 석면사용을 중단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청석면과 갈석면의 석면사용을 
금지하였고, 2003년에는 백석면 이외의 석면사용을 금지하였다. 200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백석면 
제품사용을 금지하여 2009년에는 모든 석면 또는 석면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였다. 즉, 그 이전에는 
위험성을 모르고 사용한 경우이다. 결국, 업무상질병은 위험책임설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 요소
가 매우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가해자도 과실이 없는 경우(당시 과학수준에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
한 경우)에 근로자의 과실을 논하는 것이 모순을 수반한다.

58)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
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
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
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
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
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
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다수.

59) 이호행, “과실상계의 적용범위와 한계-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0호, 2017, 301~334쪽.
60) 가령, 기왕증 또는 퇴행성이 있는 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피재자의 전 손해 중 기왕증이 전

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
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는 타당하나, 반대로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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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상계를 허용하

고 있지 아니하며61), 산재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의 이

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62)

결국, 산재보상보험법은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자를 밝혀 그의 귀책에 대한 책임

을 묻는 것이 주된 목적인 민법과 달리, 산재법에의 인과관계이론은 산재보상보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범위를 정하는 이론이어야 한다. 그 결과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는 ‘배상’이 아닌 ‘보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63) 

그렇기에, 산재법상 보호영역인가, 보호영역 외(사적영역)인가를 논하며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을 묻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는 공평한 손해조정으로서의 기준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책임보험적 관점에서는 공평한 손해

조정으로서의 기준이 될 것이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당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 평균인이냐, 피해자(피재근

로자)이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공평한 조정을 위하여 ‘상당성’을 기준할 

때는 통상적으로 평균인을 전제한 뒤,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고려할 뿐이다. 반대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서는‘상당성’ 판단에  평균인이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개별적이고 특

수한 사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다.64) 

더 나아가 판례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지배관리성 즉,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

배영역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 원리에 기초

한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사회보험이므로,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문제는 앞선 필요적 경합의 문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논하
며)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질환이 있던 자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된 것(불승인)”과 “설사 기존질
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증악된 것(승인)”을 구분하여 결과를 달리한다. 즉, 과실
상계 요소로 판단되는 기왕증 여부가 정작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었고, (더 나아
가 여기서 과실상계의 요소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에 있어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퇴행성 병변은 성인이라면 성장기 발육이 끝나고 모
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인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성격을 띠는 산재보험
이 오히려 엄격한 잣대(퇴행성 변화가 아주 뚜렷하고 업무관련성이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아니고서야)로 산업재해 인정법리에서 판단요소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6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6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법명만 보더라도, ‘배상’이 아닌 ‘보상’에 관한 법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4) 우리의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여부

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도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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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상 질병에서는 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

의 지배관리성’이 아닌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업무상 질병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65)

3. 대안으로서의 중요조건설 

산재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1884년)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법 제정 이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상의 인과관계를 중요조건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통설과 판

례의 태도이고, 산재보상보험법을 이미 일찍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오스트리

아에 있어서도 통설과 판례가 독일에서와 같은 태도임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한 보상청구에 대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

여 민법에서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66)

독일에서의 중요조건설은 “어느 조건이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조건이 다른 조건들과 비교하여 볼 때 결과에 대하여 가지는 특별한 내적 관계

로 인하여 결과 발생에 중요하게 기여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래

에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이 유일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에 개

입했던 조건들 가운데 일정한 조건이 다른 조건들에 비하여 본질적인 경우에 한하

여 법률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67)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원인과 결과의 ‘상당성’을 통해서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

였던 것에 비하여, 중요조건설은 결과 발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조건의‘중

요성’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산재법의 인과관계평가는 업무행위로 말미암아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업무행위가 중요한 조건이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때 

‘중요성’여부의 판단은 조건간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조건에 의한 결

과 발생이 산재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보호영역인가, 즉 산재법의 규범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조건설의 인과관계 판단은 개별적ㆍ구체적 측면을 모

두 고려하여 내리는 순수한 규범판단이다. 그 결과 일반적이 아닌, 비전형적인 경우

에도 업무행위와 산재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예컨대,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상당인과

관계설과 중요조건설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현행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65) 산재법의 보험급여 산정에서도 민법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달리 사고와 다른 원인이 경합하
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각각의 원인이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소위 “전부 아니
면 무의 원칙”이 지배한다. 따라서 산재법에는 민법에서와는 달리 인과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정
기간 동안만 사회급여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손익상계도 하지 않는다. 이상광, 앞
의 논문, 223쪽.

66) 이상광, 앞의 논문, 195쪽.
67) 이상광, 앞의 논문,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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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

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

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

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 없이(산재법 시행령 제36조)’자해

행위를 통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근로자가 자살을 했다면, 비록 ‘자살행위’가 업

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살행위를 직접 야기한 업무와 그 자살 행위를 통해 결과지어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단절된 상당성이 아니라 종국적으

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조건인 업무관련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산재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

당하다.68)

또한,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원인행위시에 장래를 향하여 당해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책임 당사자의 비난가능성

이 책임의 인정기준이 아니다. 단지‘어느 원인’이 법률적ㆍ본질적 관점에서 당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면 족한 것이다. 더욱이 일반인ㆍ평균인의 

사회경험칙이 아닌, 개별적ㆍ구체적 상황하에 있는 각 개인의 관점을 중시 한다.69)

민법상 손해배상의 규범목적이 손해의 공평한 배상에 있음에 반하여, 산재법의 

규범목적은 업무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손실의 공정한 보상에 있다.70)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중요조건설은 상당인과관계설 보다 산재법 목적과 기능적 관점에 더 적

합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독일에서처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원리를 중요조건설을 취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더라도, 당해 업무가 재해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즉 업무기인성이 어느 정도여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그 정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바로 증명책임과 연

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4절 산재보상에서의 증명책임 부담문제

68) 성대규, 앞의 논문, 266~267쪽.
69) 성대규, 앞의 논문, 290쪽.
70) 이상광, 앞의 논문.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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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과실책임주의가 무색한 산재법상 증명책임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재법상의 제반 보험급여는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시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과실 즉, 주의의무는 법령, 계

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령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근로관계의 채무불

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등이 성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산업재해의 법리상 증명책임은 피해자(피재자)인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사

용자의 과실을 추정하며, 그 책임을 면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

증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에 의해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무

과실책임71)에 근접하게 된다. 이른바 중간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72)

그런데 정작 국가에서 관장하는 산업재해보험에서는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전적으

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과실책임주의를 기반하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보다 오

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작 무과실책임주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고성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발병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

다. 산업현장에서 온갖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 발병(가령 희귀난

치병)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

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등의 객관적 데이터는 사업주가 소

지하고 있고 통상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기보다 부정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산재법은 무과실책임주의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그 운영에서는 1963년 법제정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 사고성 재해 중 명백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여 발

생된 재해를 상정해 보면 증명책임의 문제는 더 부각될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ㆍ조치하여야 할 의무73)를 지는

71) 그 증명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된 중간책임으로 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면책주장을 인정한 
예가 거의 없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다.

72) 다만, 대법 2003.10.9. 선고, 2001다24655 판결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ㆍ
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
발 및 일반적 지휘ㆍ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 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73) 근로계약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안전하게 노동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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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가령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

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74)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증명책임

이 채무자(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가 산재처리에 있어서 여전히 증명책임을 부

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 업무상 질병 판단에 관한 간주규정 여부 및 추정의 원칙

(1) 간주규정 여부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

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하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2호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본문을 살펴보면, 2호의 가, 나, 다목의 발생원인에 따른 질

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서 ‘본다’는 표현을 사용

하는 규정은 ‘간주’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간주규정은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

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75)

간주규정은 일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이 정한 사실이나 효과의 존재 또는 

발생을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설령 실제 사실이나 법적 상태와 맞지 

않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이러한 무조건적 의제에 간주규정의 본질이 

74) 다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
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는 판례의 입장을 볼 때, 예측 가능성
이 추가로 요구되어지는 데 이때의 예측 가능성은 재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발생경위 등을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75) 민법 제28조에 관한, 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

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

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

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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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법 조항이 법률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효력이 달라

지는 것 역시 아니다.76) 

결국 간주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가, 나, 다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에 이르는 것이 산재보상보험법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산재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던 간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문제는‘상당인

과관계가 부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어렵기에 쟁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실무 및 법원의 입장은 산재법 제37조를 간주규정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37조 제5항에‘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

기준)에서 다시 업무상 질병(직업병)을 판정하기 위한 개별적 상당인과관계를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 같이 놓고 법체계적 해석을 한다면, 간주규정이 아니라 

단지 본문에 해당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를 추정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76)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사건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본 판결문의 
(별개의견)에서 적시된 내용을 발췌한 것임.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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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산재법 제37조를 ‘간주’규정이 아니라 ‘추정’규정으로 보는 관점

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법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이

다.

단순히 문언의 의미만 보더라도 ‘간주’로 보는 게 합당하고, 두 번째로는 모법

인 산재법에서 상당인과관계 자체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시행령에 세부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합당한지, 더 나아가 

시행령에서 재차 고용노동부 고시로 재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위임입법의 법리) 의

문이다.77)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서는 다목에 재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근골격계 질병’에서는 마목에서 역시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

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산재법 시행령에 기재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피재근로자 보호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사안임에도 위임의 내적한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대

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재차 고용노동부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78)

모법의 위임근거와 시행령의 재위임 근거를 통해 세부적인 인정기준을 고시에 두

는 것이 형식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임 입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시행령 수준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심의와 

77)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법 전면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산재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의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업
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정작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08년 7월 1일 시행 산재
법 전, 후의 업무상 재해의 개념이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전히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법제처, 2008. 7. 1일자 산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795&ancYd=20071214&ancNo=08694&efYd=
2008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시점 : 
2020.12.02.).

78) 시행령에서 세부내용을 두고 있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넘어 행하여지더라도, 집행의 차원에서 규정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규
정을 집행의 관점에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산재보상제도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노
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역시 판례의 입장(업무상 질병 판단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한정
하지 않음)과 상충한다. 박종희, 앞의 논문, 119쪽.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

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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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79) 그런데, 이처럼 재차 고용노동부장

관의 고시로 재위임하여 결국 시행령에 담고자 한 심의와 절차의 요건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위임 입법을 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러할 의도였다면 입법자가 모법에서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이나 고시에서 정할 것을 직접 규정했을 것이기 때문이

다.80)

앞서 살펴본 산재법 제37조와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

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둘 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역시 법조문의 형식은 ‘간주’규정으로 비추어지지만,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

한 경우에 간주규정이 적용되므로, 선행요건인 의학적 인과관계 그 자체가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역시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한

하여 추정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산재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산재법 제34조 제3항과 달리 법률상 추정81)

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산재법 제34조 제3항에서 다시 위임한 별표 3에 부합하는 경

우를 이해하는 것이다. 

위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여

기에 해당하는 질병이 위 구체적 인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반면에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재근로자는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

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어떠한 식으로든 규정되어 있

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피재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게 된다.

(2) 추정의 원칙과의 상이성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토대로 살펴

보면, 별표 3에 질병 목록에 있는 경우와 별표 3에 질병목록 자체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고,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 중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 등이 상

세한 경우(당연인정기준)와 일반적인 구체적 인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79) 아울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
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판결.

80) 박종희, 앞의 논문, 121쪽.
81) 사실상의 추정은 일반 경험법칙에 따른 추정임에 반하여, 법률상의 추정은 법규화된 경험법칙 즉 추

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뤄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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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13호에서는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

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

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별표 3에 질병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이나, 질병목록

이 있고 기준을 정해 놓았으나(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저 규정이 

별표 3에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위 별표 3에 구체적 인정기준 중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

(당연인정기준82))에는 어떠한가(가령 위 별표 3의 10호 기재된 직업성 암을 예로 들

어보면), 그 중 다목에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악성중

피종’이 발현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정되는 것인지

가 문제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 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위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한 취지가 10년 이상 직업성 석면 노출력이 확인되

고, 통상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해서만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 통설이기에 추정

이 아닌 간주규정으로 보더라도 무방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간주규정으로 여기

지 않는다. 문제는 오직 석면노출로 발생된다는 위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도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인정기준이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실무상 다툼이 많

다. 

생각건대, 이정도 노출수준ㆍ노출기간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당연인정기준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연인정기준에 부합하면, 이때는 간주규정으로 보아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실시해야 타당하다. 하지만, 연구자의 바램

82)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 중에서도 추성적인 규정이 아니라 정량적ㆍ수치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연인정기준’이라 별도 명명하고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이 ‘추정
의 원칙’의 핵심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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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으므로, 실무 적용상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접근 용이한 접점

을 찾고자 논의를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실무상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별표 3의 규정된 구체적 인정기준을 보면, 직업성 암 등의 여타 다른 직

업병과 달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

는 전형적인 ‘당연인정기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1호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

인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

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

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

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

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

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

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

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

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

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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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앞선 논지와 같이(간주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잠시 미뤄두더

라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별표 3의 질병명에 분류가 되어 있고, 그 규정 자체(구체적인 인정기준)가 

명확하지 않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뇌

심혈관계 인정기준처럼 정확한 기준 수치를 제시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과로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추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

제이다. 

바로 이 부분이‘추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행히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정기준이 기준수치 등으로 수치화되어 있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당연인정기준)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사실(근로자의 구

체적인 상황, 정황 등)을 증명하여 주요사실에 대한 추정(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할

지라도)을 성립시켜,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는 당연한 법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추정의 원칙’과 연구자의 견해는 차이점

을 가진다. 추정의 원칙에서는 인정기준에 노출수준ㆍ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당연인정기준이라고 명명한 뒤,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 노출수준, 노출

기간 등이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상의 추정(일응의 추정)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연구자는 조문의 체계는 

간주 규정을 의미하나(법체계적 해석 등의 이유로 백보 양보하더라도), 당연인정기

준 정도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추정으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13호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규정이 당연인정기준인지, 일반 구체

적인정기준인지 구분하거나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2017년 12월,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13호를 개정하면서 추정의 원칙이 그 실체

를 갖추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힌 바 있다. 근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당연인정

기준’이 도출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당연인정기준’이란 그 명칭마저 생소

한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추정의 원칙’에서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질병 분류에는 있으나 그 규정이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 규정에 불과하여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83)에는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추정(일

응의 추정)을 성립시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83)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이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라고 ‘구체적’인 기준이
라 명시 해놓고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별표 3의 내용 중 특별히 노출수준과 노출기간 등
이 더 구체적인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당연인정기준’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어디까지가 당연인정
기준이고 어느 것이 일반 구체적 인정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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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산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별표, 고용노동부 고시 등 어디에도 ‘당

연인정기준’이라는 법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법 해석 및 법리상 당연히 추

정의 원칙이 도출될 뿐이며, 그러한 추정의 원리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13호 

해석상 차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13호의 해석을 따르면, 그냥 별표 3에 적시된 병명이 

구체적인정기준에 부합할 때, 사실상의‘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 그 기준

이 노출수준, 노출기간이 구체적이든 덜 구체적이든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효과

를 부여할 것이지, 법에도 없는 불분명한 개념을 설정해서 혼란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84).

결국 현행 산재법 체제에서는 산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모두 실

무상‘간주’규정으로 보지 않고, 제한된 경우에만‘추정’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별표 3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매우 세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질병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강하게 증명되는 경우를 전

제하여 법률상 추정의 법리가 적용되며,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도 재차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는 질병에 

있어서는 각각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85)를 하고 있어, 이 정도

의 단계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전문지식이 취

약한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 증명책임을 충족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추정의 원칙 법리가 이뤄진

다고 볼 경우, 추정의 원칙 법리 자체도 너무 엄격한 잣대에서만 적용되어 피재근

로자 보호라는 산재법 목적 달성과는 괴리가 심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구체적 인정기준을 만든 목적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신속한 보험급여 업무처리로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함인데, 정작 세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서도 여전히 아무런 결과상 차이가 없다면, 세부적인 규정을 추

가적으로 제정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피재근로자가 입증하기

도 힘든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어려운 요건을 내세웠으면 최소

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최소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한 경우(가령, 소음성 난청에서 “소음기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처럼 

수치화된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추정이 아닌 간주로 보아야, 

84)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적시된 총 12개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무엇이 당연인정기준
인지도 밝히지 않고,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인정기준을 논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모를 일
이다.

85) 결국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재위임한 것이다. 법률상 위
임근거를 명시하여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위임입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시행
령 수준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심의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에 적극 찬동한다. 박종희, 앞의 논문,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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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ㆍ공정한 보상이라는 피재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3. 증명책임의 전환규정 여부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사실관계가 불확정한 때에 불리한 법률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

가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증명책임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법률요건 분류설86) 또는 규범설이 현재 통설ㆍ판례의 태도이다.87)

이러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법률요건 분류

설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이유로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요

건 분류설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는 피재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한편, 증명책임은 일정한 경우 완화될 수 있는데, 증명책임의 완화는 증명책임을 

전환한 경우와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증명책임의 전환은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증명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과 유사적 추정, 사실상의 추정으로 나눌 수 있다.88)

반면에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은 공해소송, 의료소송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뤄지

는 이론으로 개연성이론, 간접반증이론89) 등이 있다.

반면에 증명책임의 전환이란 증명책임의 일반원칙(법률요건 분류설)을 따르지 않

고, 정책적(입법) 결단으로 예외적으로 증명책임의 분배를 처음부터 규정한 것이

다.90)

위 산재법 제37조 제1항에서와 같이, ‘본문-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의 경우 정책적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아91), 일방 당사자가 본문 

86) 법률요건 분류설이란,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를 때 소송요건의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시윤, 
앞의 책, 544쪽.

87) 이시윤, 앞의 책, 544쪽.                       
88) 조재호,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9 판결을 중심으로”, 『사

회보장법연구』 제2권, 2013, 165쪽.
89)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66606 판결 등 

의료소송에서 주로 판례가 간접반증이론을 채택한다.
90) 이시윤, 앞의 책, 548쪽.
91)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이 좋은 예이다(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과 단서도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본문-단서 형식의 조문은 일반적으로 증명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부여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

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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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단서 규정에 따라 입증할 책

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기인성 입증의 정도를 폭넓게 완화하는 입증을 

취하면서도 정작 그 입증의 부담은 피재근로자 측에 지우고 있어 증명책임의 전환

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산재법 업무상 질병의 조문의 해석은, 업무상 질병

의 범위를 정한 뒤 이른바 예시된 질병에 대해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사안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특별한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든 근로자가 병마와 싸우며 그 업무기인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지극히 어

려운 일이다. 조문 체계상 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서도 피재자측에 입증부담의 

책임을 지우는 판례의 입장은 “입증부담의 전환을 통하여 피재자측의 보험급여수

급권을 보호하려는 사회법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92)이 든다93).

요컨대, 산재법 제37조 제1항의 단서와 타 법령 규정94)을 비교해보면,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반면에 산재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고 보는 입

장95)은 산재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이며, 민사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
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

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

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

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92) 이흥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판례요지의 쟁점별 정리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법학』 제40권, 1999, 204쪽
93) 산재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보면, 위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법률요건 분류설이 증명책임 분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호, 앞의 논문, 171쪽

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과 단서도 좋은 예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
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95) 독일의 산재법 개정 논의에서도 애초 개정안은 증명책임 전환을 추진하다가 연방정부는 증명책임 전

환 대신에 법률상 추정원칙을 도입하였다는 점과 스웨덴이 과거(1977년 산재법 개혁) 현저히 설득력 
있는 반증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률상 추정형식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가 보험급여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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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성격은 보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특수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증명책임

의 전환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며, 현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수많은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여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입법자의 의사가 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

닌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 

뒤, 증명부담의 완화를 위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96) 

4. 소결

현행법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산

재법 제37조는 피재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것을 주장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부지급의 근거(상당인과관계 부정요소)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산재법 제37조 제1항을 증명책임 전환규정으로 볼 경우, 피재근로자는 재해가 

발생된 사실만 주장하면 족하고 상당인과관계, 즉 업무기인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기인성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97)

 반면에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에서 피재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유해요인 취급 또는 노출시간 등이 업무환경이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그 유해요인 취급 또는 노출 등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된 것이 의

학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모두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을 증명책임 전환규정으로 볼 경우 (바로 여기서 모순이 발

생하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는데, 이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인과관계 입증이 필요치 않게 되어)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다시 근로복지공단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도록 

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피재근로자 복지를 저지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

미 근로자가 모든 인과관계를 입증한 상태(인과관계 입증이 필요치 않게 된 상태)이

므로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반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별표 3의 구체

적 인정기준에 따르면, 적극적 요건은 피재근로자가 소극적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증명책임을 분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문간의 해석이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37조 제1항을 증명책임의 분배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98) 

현저히 증가(6~8배)하여 1993년 산재법 제개정을 통해 법률상 추정을 폐지한 사례를 들며 증명책임 
전환은 예측불가능한 산재 인정 사례의 범람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박지순, 앞
의 논문, 35쪽.

96) 김재희, “일본에서의 업무상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2권, 
2020.02. 538쪽.

97) 박지순ㆍ이주원, 앞의 논문,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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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처럼 증명책임을 전환한 사례가 있고, 근

로자측의 도덕적 해이는 조사과정에 전문성을 높이면 해결가능한 일이며, 재정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근 출퇴근 재해를 도입하기 전에도 그러한 우려는 많았으

나, 현재 출퇴근 재해 도입 이후 우려했던 재정파탄은 발생되지 아니하였던 점과 

오히려 증명책임 전환으로 피재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법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법체계를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적으로‘증명

책임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추정의 원칙’도입이 증명책임의 전환 및 증명책임의 완화

를 가져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99)이 발생하는데, 관련된 부분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98) 조재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
3867 판결)”,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2호, 2018, 182쪽.

99) 사실 추정의 원칙 역시 민법의 불법행위 분야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결국 과실책임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과실책임주의가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애초에 과실을 증
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 추정의 원칙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무과실책임
주의에서는 사실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산재 법리에서 추정의 원칙이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도 추정이 아닌 간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고, 증명책임의 전환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36 -

제3장 추정의 원칙

제1절 도입배경과 의의

고용노동부 주장에 따르면, ‘추정의 원칙’ 도입은 2017년 9월경 산재보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되었고, 주된 내용은 피재근로자의 증명책임 부

담을 완화하여 피재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법 개정이 잘못되어,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섣부른 도입과 잘못된 운영으로 말미암아 산재 불승인율이 급

증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 불승인율은 2007년 54.6%에서 

2010년 63.9%로 9.3%P 증가하였고, 특히 뇌심혈관 질환의 불승인율은 2007년 59.8%

에서 2010년 85.6%로 25.8%P 급증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도 2007년 44.7%에

서 2010년 52.3%로 7.6%P 증가하였다.100)

산재 불승인율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2007년 개정의 실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

겠으나, 그 중 가장 큰 것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조사 과정에서부터 업무관련

성 판단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와 재

해 사이의 인과관계(업무기인성)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측이 증명에 실패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직업성 암에 관해서는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암 중 2~8% 정도는 직업성 암으로 2007년 경 이미 추정한 바101) 있는데, 이에 따르

면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암 환자 총 161,920명 중 3,238~12,954명이 직

업성 암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산재로 승인된 직업성 암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2)

이러한 비판은‘2012.5.17.자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결

정’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

여,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피해 근로자가 아닌 상

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아울러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ㆍ보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0) 국가인권위원회, 2012.5.17자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10
권 제4호, 2012.8.15. 616쪽.

101) 특히 폐암은 10%, 방광암은 21~27%, 악성중피종은 100%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2009 발암물질진단사업보고서”, 2010, 3쪽 ; 미국 독립산
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체 암의 4%가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특히 폐암은 10%가 
직업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고 추정하였다. 안연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폐암의 특성”, 『대한직업
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11. 619쪽. 

102)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2012.5.17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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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백혈병 산재 첫 인정사건으로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삼성전자 반도체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1.6.23. 선고, 2010구합1149판결’

이 논의의 시초가 되었다고 본다.

1. 증명책임 완화의 움직임(판례의 입장 변화)

우리나라는 2011. 10.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성 암 협약(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을 비준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직업성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 의무

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지만, 정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성 암 인정비율은 현

저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삼성반도체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 불씨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더 나아가 산

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그동안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

식을 심어주었다.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IT 등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였지만 그러한 변화를 쫒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법 체제를 반성하

고 입법적 불비를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고등법원 2009.12.2. 선고, 2009누8849 판결(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28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증명책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작업현장에서의 발병원인물질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따짐에 있어

서는, 그 발병원인물질의 생산과정이나 구성성분, 그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등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피재근로자 또

는 유족들과 같은 일반인들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

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비

추어 그 물질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

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피재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

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측 및 관련된 공공보험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

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

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

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되었고 한편 그 이

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그런데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

어서는, 사업주측 또는 국가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

이 발병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

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

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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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위 대상판결이 나오기 이전 판례에서는 개연성이론을 통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듯한 판시를 하면서도, 정작 증명책임을 완화하지는 않았는데, 최근‘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은 실질적인 증명책임완화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로 의의가 있다.10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

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

체가 이를 분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ㆍ산업 발전 과정에

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

로써 사회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그

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

ㆍ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

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

업방식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중간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

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사회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

황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

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

영되어야 한다. 

…(중간생략)…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

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ㆍ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

질환’ 또는 첨단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별률이나 연

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103) 삼성반도체 LCD공장에서 근로자의 직업병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하급심 단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확정된 사례는 여럿 있으나, 대법원에 상고 제기되었던 사건 중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임. 대법원 공보관실, 대법원 2015두3867 삼성전자 직업병(다발성 경화
증)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7.08.29자 보도자료, 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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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려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ㆍ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104)

위 대상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비록 노출허용기준 이하의 저농도라 할지라도 유

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있어서, 현대의학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누

릴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보험

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본래 목

적과 기능에 따른 것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105) 

또한,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판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역

학조사가 당시 작업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이유로 불리

한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대상판결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나 유해위험

요인이 질병을 발병할 정도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를 크게 낮추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106)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논한 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증명책임의 전환을 시

사하는 요소는 없고 단지 완화의 견지에서만 판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과정에서 증명책임을 분배하

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

력이 있다는 점을 근로자측에서 증명하고, 해당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실

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산재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 제34조107)의 사회보장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가! 이러한 이유로 증명책임 전환을 고민하게 된 정부가 고심 끝에 내세운 것

이 문제의‘추정의 원칙’인 것이다.

2.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104)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105) 조재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

3867 판결)”,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2호, 2018, 179쪽.
106) 조재호, 위의 논문, 185쪽.
107)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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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의 원칙 및 업무상 추정의 원칙 적용을 위한 재해조사 관련 업무지시 

고용노동부에서‘추정의 원칙’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시행령 별표 3의 13

호의 개정을 추진하기 앞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을 

위한 재해조사 관련 업무지시’지침108)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인정에 노출수준ㆍ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당연인정기준)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기준 및 

역학조사 결과 노출수준ㆍ노출기간 등이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혹여“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에도 업무와 발병한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현행과 같이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해둔 경우에 이를 다

른 규정과 달리 당연인정기준이라 명하고, 당연인정기준에 충족하면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반증요소는 업무상 질병을 부정하거나 업무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서, 가령 뇌심혈관 질병에서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충분한 휴게시간 보

장, 상병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심리적ㆍ육체적 부담(가족간 갈등, 개인사고, 부채문제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아울러, “반증의 책임은 공단에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에서‘반증의 요소’로 제시한 사실을 토대로 발병한 질병과 업무의 상당인

과관계 여부 판단”을 하도록 하였고, “반증 요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질

병으로 인정(재확인시에도 확인내용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당연인정기준에 부합하고, 반증요소가 없다면 업무상 질

병 인정이 보다 쉬워지므로 근로자의 입증부담이 완화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추정의 원칙이 새로운 창설적 효력을 가진 규정인지 여부

고용노동부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

적인 인정기준)의 13호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 개정함과 동시에 해당 규정이 추정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밝히

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선,‘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8165 판결’109)에 따르면, 산재법 시행령

108)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적용을 위한 재해조사 관련 업무지시, 2017.
109) 참고로 이 판결은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

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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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거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시행령 제27조에서부터 제37조까지)은 산

재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산재법 

시행령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산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것은 예시에 불과하여, 

여기에 명시된 기준과 다르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법리상 당연히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법리나 법 해석상 새로울 것이 없다. 이 부분은 앞서 살

펴본 제2장 제4절‘2. 업무상 질병 판단에 관한 간주규정’ 편에서 이미 검토하였

다.

오히려, 그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법원과 달리 위 산재법 시행령과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3을 제한적 열거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이해하여 잘못 운영한 것

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에 와서 개정안에 반영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 ‘추정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

추정의 원칙에서 반증요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부정되게 되어 

있다. 가령, 산재법 시행령 별표 3‘7. 눈 또는 귀 질병’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규

정하고 있는데, 반증요인으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

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라고 규정하여 열거된 소극적 요건

에 해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을 판정함에 있어서 판례는 공동원인설을 채택하고 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

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110)의 입장이다.

나아가, 위 근로복지공단의 ‘추정의 원칙’에서 사용된 반증 요소의 개념이 지

나치게 추상적이다. 가령, 뇌심혈관 질병에서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충분

한 휴게시간 보장,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않

은 경우, 개인의 심리적ㆍ육체적 부담(가족간 갈등, 개인사고, 부채문제 등)”이 반

증요소인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충분한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기저질환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등 무

엇 하나 명확한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
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10) 대법원 2007. 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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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자문의사 제도를 통해서 근로복지공

단은 반증요소를 활용하여 불승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

며 반증의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명확히 밝혀 반증의 책임주체가 되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주체가 아

니라 불승인하기 위한 ‘반증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역시 우려를 자아낸다.

(4) 추정의 원칙이 증명책임 완화인지, 증명책임 전환인지 여부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금

년(2018년) 1월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

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업무

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11)고 밝혔다. 즉, 당연인정기준에 해

당하면 증명책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112)

그러나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오래가지 못하고, 2019. 2. 21자 ‘업무상 질

병에 대한 증명책임 완화 추진방안 시달’이라는 공문에서 종전에 증명책임의 ‘전

환’으로 인정되던 당연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일부 직업병에 한하여 한발 물러나 역

학조사를 생략하는 것에 그치는 ‘완화’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즉, 애초에 고용노동부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무슨 연유인지 

불분명하지만, 현재 업무상 질병에 대한 당연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도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효과만을 부여한 증명책임의 ‘완

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근로복지공단의 추정의 원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주도하에 도입이 검

토되고 행하여지고 있다. 문제는 처음에 도입할 때 증명책임의 전환을 전제하였지

만, 무슨 연유인지 현재는 증명책임의 완화로 선회하였다. 추정의 원칙은 이론상 새

로울 것이 없고 현행법의 해석에 따르면 당연한 귀결에 불과하다는 점도 앞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율이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이 그간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

로 판단되어지던 것을 수정하여,‘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을 통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였고, 이로써 통상 2년여 장시간 소요되던 직업

111) 고용노동부, ‘2017년 업무상 질병 승인율, 전년보다 8.8%P 상승- 산재노동자 입증책임 부담 완화
조치 효과-’, 2018.1.22자 보도자료.

112) 별표 3의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정기준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별도 고용노동부 고
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자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이 별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경우처럼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안에서는 당연인정기준을 넘어서는 구체성이 
담보되므로 오히려 법률상 추정 내지 간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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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암 등의 판정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113). 이는 역학조사 자체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산재 판정과정을 간소화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서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추정의 원칙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검토하였지만, 정작 

추정의 원칙의 이론구성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추정의 원칙’의 이론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추정의 원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판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당연인

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당연인정기준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당연

인정기준이 만들어 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곧 역학조사를 통해서 당연인정기

준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기에 역학조사의 의의와 한계를 차례대로 검토하여 추정

의 원칙이 확대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추정의 원칙’의 이론구성

1. 일응 추정

일반적으로 추정(推定)이란,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을 의미한다.114) 법학에서 

추정(Vermutung, presumption)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추인해내

는 것을 말한다. 추정에는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 사실상의 추정은 

일반 경험법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을 말하고, 법률상의 추정은 이미 법규화된 

경험법칙 즉,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을 말한다.115) 추정이 전자의 경우는 

추정사실이 진실인가에 의심을 품게 할 반증으로 번복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추정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반대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번복된다116). 

한편, 법률상 추정은 증명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요건 사실보다 증명이 용이한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의 완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피재

근로자가 전제사실을 증명하여 법률상 추정을 받으면 추정의 효과를 복멸하기 위해

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증

명책임을 전환하는 효과가 생긴다.117) 반면에 (일응의 추정을 번복하는) 간접반증은 

113) 고용노동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 해소
와 산재보호 확대지원-’, 2018.8.7자 보도자료.

114)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어 : 추정.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B6
%94%EC%A0%95&oquery=%EB%B2%95%EC%A0%9C%EC%B2%98&tqi=U3j8dsprvxsssC0Rx5C
sssssthZ-410434 (검색시점: 2020.10.01.).

115) 요컨대, 법률상의 추정은 원래의 요증사실 대신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만 하면 족하므로, 증명책임
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고, 법률상의 추정은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본증이 필요함에 반하여 사실상의 추정은 법규화된 경험칙보다 낮은 
일반 경험칙을 적용하는 추정이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번복
이 가능하다. 이시윤, 앞의 책, 549쪽.

116) 이시윤, 앞의 책, 549쪽.     
117) 박지순ㆍ이주원, 앞의 논문,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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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정의 전제사실과 양립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 법

리와 간접반증의 인정이 증명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118) 이때의 간접반증은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반증이 되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증명할 간접사실은 법관에

게 확신을 줄 정도로 완전히 증명해야 하므로 간접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본증이

다.119)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이론으로‘일응의 추정’120)이 있는데, 고도의 개연성이 있

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경우를 일응의 추정이

라 하며, 추정된 사실은 거의 증명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기에 ‘표현증명’이

라고도 한다. 영미법상 사실추정의 원칙121)에서 유래하여 현대형 소송에서 이용된

다.122) 

즉, ‘일응의 추정’의 효과는 증명책임이 있는 자가 요건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그 보다도 증명이 쉬운 전제사실의 증명으로써 갈음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증명책

임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추정의 전제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주요사실

에 관한 추정이 성립되면, 상대방이 그 추정에 의문이 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으로 일단 증명된 것으로 보며, 더 이상의 상세한 증명활동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이다”123) 요컨대, 경험칙 중 십중팔구 틀림없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신뢰성이 높은 경험법칙에 따라, 간접사실을 증명하고 이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

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도 가해자가 운행 중 과실이 있었

다’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2.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판례의 입장

이러한 증명책임 완화와 그 근거는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산

업재해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한 소송(정보 불균형)이 늘어

남에 비추어 피재자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거로 증명하기 곤란하여 그 완화하는 방

안으로 일응추정이론과 간접반증이론이 응용되고 있다.124) 

(1) 의료소송

118) 박지순ㆍ이주원, 앞의 논문, 56쪽.
119) 이시윤, 앞의 책, 553쪽.   
120) 일응의 추정은 일단의 증명이란 뜻이므로, 일응은 ‘일단은’, ‘우선은’이라는 뜻이다.
121)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실 그 자체가 말하여 준다는 영미법상의 rule”. 이시윤, 앞의 책, 

551쪽.   
122) 이시윤, 앞의 책, 551쪽.
123) 이시윤, 앞의 책, 551쪽.
124) 이시윤, 앞의 책, 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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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서 의료 소송에서는“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

히 어려우므로 …(중간생략)…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

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

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125)

(2) 공해소송

 공해 소송에서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

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

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

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

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

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

다.”126)

(3) 제조물배 손해배상 소송

제조물 책임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

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

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

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

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

12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2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 46 -

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

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127)

(4) 업무상 재해 소송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 관련 사례에서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

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

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28)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29)

3.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증명책임 완화 이론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는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만큼이나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여 피재근로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업무상 질병에 사실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입증의 완화가 받아들

여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되짚어 보는 것은 업무상 질병의 

당연인정기준을 개발하는 사회적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는 개연성설과 사실상 추정론이 있다.

(1) 개연성설130)

개연성 이론이란 인과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증명이 법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

12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2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12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130) 조재호,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9판결을 중심으로”, 『사

회보장법연구』 제2권, 2013,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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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명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때 개연성은 자연과학적인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고, 어떤 사건이나 특정 행위

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여전

히 ‘개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2) 사실상 추정론(간접반증이론)131)

표현증명과 간접반증의 구조를 이용하여 인과과정의 일부를 원고가 증명하면 인

과관계에 대한 일응 추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피고가 증

명할 대상으로 하여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증방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도 아직은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고, 개념 자

체가 추상적이거나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고 하겠다.

추정의 원칙은 증명책임 완화이론으로 피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추정의 원칙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 당연인정기준이 있어

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인정기준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혹자는 

추정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에 이견을 가

질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인정기준은 인과관계 입증 정도를 완화하여 피

재근로자 보호에 유리하지만, 여전히‘간접사실’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점에

서 판단결과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칫 자의적 판단으로 왜곡될 우려도 존

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당연인정기준이 구체적 타당성을 가져올 정도

로 객관적이고, 실무상 적용과 평가가 용이해야 할 것이다. 즉, 당연인정기준이 얼

마나 잘 정립되느냐에 따라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의 신속성과 동시에 판정의 일관

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명하는‘추정의 원

칙’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인정기준이 노출수준ㆍ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연인정기준으로 분류될 정도에 이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간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

나, 만약 법체계적 해석상 한 발 물러나더라도, 법률상 추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노출수준ㆍ기간 등 수치화할 수 없는 

131) 조재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대법원2017,8,29선고 2015두
3867판결)”,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2호, 2018,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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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실상의 추정 역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서 사

실상의 추정, 일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추정의 원칙 도입 초기에 고용노동부는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증명책임

이 전환되고, 당연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체적 인정기준일 경우, 증명책임 완

화의 효과가 부여된다고 하여 당연인정기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의 실익이 있다

고 보았다. 생각건대, 초기에 고용노동부는‘추정의 원칙’을 법률상 추정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률상 추정은 증명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요건 사실보다 증명이 용

이한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의 완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피재근로자가 전제사실을 증명하여 법률상 추정을 받으면 추정의 효과를 복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효과가 생기므로,‘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보여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은 실무상 증명책임의 전환은 시도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추정의 원리는 이미‘추정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기 이전부터, 

산재법 원리로서 적용되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이 개념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고서부터, 늦게나마 적극적으로 추정의 원리를 적용

하는 것으로 변경된 덕분에 산재 인정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당연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당연인정기준

추정의 원칙이 확대되고 개별 사안에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동시에 

얻으며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당연인정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당연인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개념을 정의 내리지는 않았으나, “인정기준에 노출수준ㆍ기간 등이 구체적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당연인정기준’으로 보아, 그렇지 못한 구체적 인정

기준과 구별하고,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반증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인정기준의 경우(추상적 개념과 정

의로 규정된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에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연구자는 그러한 경우에도 이른바 추정의 원칙의 

효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법의 해석상 당연히 추정되는 것이므로 결

과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현 정부 주도하에 추정의 원칙을 명명하고 관련 

고시 및 공단 내부규정을 정립하고 있어, 그에 따른 결과로 산재 판정과정이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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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거나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2. 당연인정기준의 당위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업무기인성)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은 근로자

의 입증을 보다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어, 과실을 묻지 않는데 근

로자의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선뜻 이해가 되

지 않을 것이다. 실무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판별 가능한 

경우, 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노출수준과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과정 및 역학조사 결과 노출 수준, 노출기간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노출수준과 기간 등을 명시한‘당연인정기준’의 

당위성이 발생한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논리에 따르면 추정의 원칙

은 혼자서는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당연인정기준이 있어야 완성되는 

한 묶음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당연인정기준’

이라고 명명할 정도의 구체성을 띤 질병목록이 많지 않다. 기껏해야 뇌심혈관계질

환, 소음성 난청,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로는 추정의 원칙이 첫 걸음마를 뗀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쉽게 예측

된다.

3. 독일법상의 ‘추정의 원칙’

“독일의 사회보험법(SGB VII,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제1호에서 보험사례로 직업병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과 그 부록에 직업병 목록을 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열거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호132)에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병도 직업병 판정을 할 시점에 최신 의학지식에 의하여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3)

아울러, 독일의 사회보험법 제9조 제3항에는“피보험행위의 특별한 조건들로 

132) Die Unfallversicherungsträger haben eine Krankheit, die nicht in der Rechtsverordnung 
bezeichnet ist oder bei der die dort bestimmten Voraussetzungen nicht vorliegen, wie 
eine Berufskrankheit als Versicherungsfall anzuerkennen, sofern im Zeitpunkt der 
Entscheidung nach neu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Bezeichnung nach Absatz 1 Satz 2 erfüllt sind. 김영미, “독일 
「재해보험법(SGB Ⅶ)-한글번역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8.12, 17쪽.

133) 김수근, “독일의 직업성 암”,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2012.5, 40쪽.



- 50 -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법령에서 제시하는 직업병이 발병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

되었던 피보험자가 그러한 질병에 걸리고 피보험 행위 이외에 원인이 될 만한 

연계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질병은 피보험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

다”134)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면, 직업병 인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근로자는 산재보험적용 피보험자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업무수행).

② 근로자는 근무과정에서 직업병 유발요인에 노출되어야 한다(위험노출).

③ 근로자는 의학적으로 직업병으로 진단되어야 한다(직업병 진단).

④ 근로자는 질병과 위험요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인과관

계).135)

독일 사회보험법 제9조 제3항의 “피보험 행위 이외에 원인이 될 만한 연계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에 따라, 피보험 업무행위 이외의 원인이 질병의 원

인일 경우 추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추정의 반증을 가져오는 업무행위 이외의 요인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 비전형적인 질병의 진행과정

㉡ 일상적이지 않은 잠복기

㉢ 질병과 관련이 있는 과거의 손상/병력

㉣ 비교가 가능한 직업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들136)

‘추정의 원칙’이 가진 의의는 근로자가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증명하기 매

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이다. 즉, 독일에서

는 피재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직업병 유발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현

되고, 의사로부터 직업병을 진단받았음을 입증하면(①,②,③을 입증) 당해 직업병(질

병)과 위험요소와의 인과관계(④ 추정)를 추정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로 전환해보면, 피재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것만을 입

증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증은 위 ㉠,㉡,㉢,㉣의 같이 업무상 질병을 부정하

거나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사안에 있어 반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한 

134) Erkranken Versicherte, die infolge der besonderen Bedingungen ihrer versicherten 
Tätigkeit in erhöhtem Maße der Gefahr der Erkrankung an einer in der 
Rechtsverordnung nach Absatz 1 genannten Berufskrankheit ausgesetzt waren, an 
einer solchen Krankheit und können Anhaltspunkte für eine Verursachung außerhalb 
der versicherten Tätigkeit nicht festgestellt werden, wird vermutet, daß diese infolge 
der versicherten Tätigkeit verursacht worden ist. 김영미, 앞의 글, 17쪽.

135) 김수근, 앞의 논문, 40~41쪽.
136) 김수근, 앞의 논문,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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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생기는데, “당연인정기준에 한해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고용노동

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

복지공단의 반증이 허용될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사안에 근로복

지공단의 반증이 허용되고 있다. 

요컨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재근로자가 업무관련성(업무기인성)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당연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추정의 원칙’으로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4. 타법에서의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

“업무상 질병은 일반질환과 구별되는 특이증상이나 병리소견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직업 관련요인과 일반 환경요인들이 혼재되어 급성 중독이 아닌 경우 오랜 기간에 진행

돼 노출과 질병 발생 간에 잠복기가 존재한다. 직업성 유해인자들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질병 발생에 큰 차이가 있으며, 기저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쟁점사항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의학적 인과관계의 입

증책임을 재해노동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137) 

이러한 이유로, 주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의학적ㆍ역학적 연구결과

들이 반영되는 것이다. 업무상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만큼이나 행

정적 절차 간소화를 통한 피재근로자의 신속한 구제 역시 산재법의 목적과 부합하

기에, 의학적ㆍ역학적 연구가 일정한 수준으로 정량화ㆍ표준화된 경우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다.

이러한 “의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인정기준은 비록 미흡하더라

도 그 취지상 당연인정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업무관련성

을 아예 부정하는 업무상 질병 배제기준 또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승인하는 당연인정기준, 충분조건으로 여겨야 

한다”138) 는 입장이 있다. 연구자 역시 이와 같은 의견에 적극 찬동한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는 오직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기

준만으로 당연인정기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의학과 역학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라면 별표 3에 구체적 적

137) 매일노동뉴스, ‘류현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필요조건ㆍ배제기준이 아니다.’, 2017.07.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3 인터넷판 검색(검색시점  : 
2020.10.06.).

138)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별표 3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당연인정기준
으로 보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있는 류현철은 고용노동부 고시 역시 
의학과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는 당연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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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용은 물론이며, 그 밖에 고용노동부 고시를 비롯한, 근로복지공단 내부 업무처

리 지침 역시 당연인정기준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며, 그 내용은 업무상 

질병 배제기준이 아니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충분조건으로 보아야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5.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과 확대 필요성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정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질병은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쉽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은 기본적으로 그 질병범주 자체가 확대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은 2003년 7월 1일 도입 이후로 질병 목록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8. 7. 1. 개정시 고혈압성 뇌증과 협심증 같은 질병

이 삭제되기까지 했다. 

201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산재법 시행령에 대한 별표 3의 법제처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산업

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직업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이 큰 불산, 

염산 등 유해ㆍ위험요인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 등의 질병을 업무상 질

병 인정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

병 인정 기준의 분류체계를 질병계통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며, 질병 및 유해ㆍ

위험요인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139)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새로운 질병목록을 추가ㆍ확대한 것이 사실상 없다.140) 다만“13. 그 밖에 근

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포괄규정을 신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2017.12.26.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면

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

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相當因果關係)141)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9) 법제처, 2013.7.1일자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nwJoYnInfo=N&ancYnChk=0&efYd=20130701&lsiSeq
=141574&ancNo=24651&efGubun=Y&chrClsCd=010202&ancYd=20130628#0000 (검색시점 : 
2020.10.02.).

140) 실무적으로 볼 때, 추가된 것이 전혀 없다고 보더라도 무방할 정도로 평가된다.
141) 여기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한 것에 대한 지적

은 앞서 산재법 제37조를 검토할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상당인과관계설은 애초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관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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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된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직업병은 나날이 발

견되고, 의학의 발달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근거로서의 과학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하는데, 우리의 산재법은 과거의 모습에서 멈춰있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직업병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정기적으로 산재법 시

행령 별표 3의 세부내역을 추가ㆍ보완하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42)

6. 정부주도하 추정의 원칙 도입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

정작‘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2017년 12월 이후의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의 움직임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이 아닌, 보다 손쉬운 고시 개정 및 근로

복지공단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는 명

백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지

침이 법원성을 가지느냐로 귀결된다.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 직업성 질병과 제2항 사고성 질병에 따른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기

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

병’과 ‘2. 근골격계 질병’에서 각각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재차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시’는 

행정내부의 집행규범이긴 하지만, 직접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의 신청 상병에 대해 판정

과정상 구체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위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할 

지 모르나, 정작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는지는 의문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토결과를 거쳐 의학적 관점을 집약해 작성

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과정에서 존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며, 이론적으

로만 보면 재해근로자가 행정소송에서 인정기준에 없는 이유로 업무기인성 또는 상

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배척되거나 또는 법원이 해당 사

안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함에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면 부지급 결정의 취소

소송에서는 가능한 한 인정기준에 따라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그 위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143) 

하지만 통상 “고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 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뇌심

혈관 질병 업무상 조사 및 판정지침”같은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 역시 “근로복지

공단(피고) 내부 기준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현재 법원

142) 노병호ㆍ정용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5집, 2014, 504쪽.
143) 박지순, 앞의 논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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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이다.144) 

요컨대, 실무상 산재보험급여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법원성을 부인받는 현실에서 산재 불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비롯한 

행정소송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목적은 

무색해진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145) 

나아가 추정의 원칙이 산재법 목적과 기능에 따른 제 몫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

음부터 당연인정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연인정기준이 그간의 증명책임 완화를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증

명책임 분배(또는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당해 질병에 대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무에서 활용하기 쉬운 정량화ㆍ표준화된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당위성을 모두 충족하리란 비단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당연인정기준의 

제정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144) 울산지법 2018.12.13. 선고, 2018구합6441 판결은 연구자가 수행한 업무상 질병 불승인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문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처리지침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동시에 개
정된 사안에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개정 전의 규정
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된 것이 명백한 오류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위와 같이 고시 및 근로복지공
단 내부지침은 법원성을 가지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다. 

145)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의 일관된 경향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고시 및 
공단 내부규정으로 규율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가급적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
을 분명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적어도, 시행령 별표 3에 기재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
이 피재근로자 보호에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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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당연인정기준의 제정방향 모색

당연인정기준의 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도모하고자 하는지를 우선 

고민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인정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 역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연인정기준이 목적한 바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피재근로자 구제를 신속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량적ㆍ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의학

적 인과관계를 기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해

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뒤

따른다. 근래에 나온 판례는 역학조사에 대한 한계와 비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당연인정기준 정립에 앞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역학조

사결과를 토대로 당연인정기준 설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지를 검토하였다. 이로써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추정의 원칙 도입 

이후 현재시점까지 도입되거나 추진된 각각의 당연인정기준을 검토하고, 향후 나아

갈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1절 역학과 당연인정기준

1. 역학의 의의 및 한계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여러 자연적ㆍ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

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ㆍ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

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

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

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

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146)

즉, 역학은 인구집단에 나타난 질병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산업재해, 의료사고 등 현대형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다툴 때, 사실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판정을 위해 역학적 인

146)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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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가 종종 이용된다. 

왜냐하면, 상당한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발현되거나 유해요인 노출 외 다른 요인

에 의해서도 동일한 질병이 발생이 가능한 경우, 잠복기가 길면 노출과 질병 사이

의 관련성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정한 인

구집단 내에서의 발병률을 연구하는 역학으로 유해요인 노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구집단 내에서의 발병률을 토대로 피재근로자 개인의 직업병과 유해요

인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려 할 때, 법학과 역학은 교차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147)

2. 역학의 연구방법론 및 상관관계 지표

역학의 연구방법론은 주로 ①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사

이의 그 위험인자에 따른 발병률을 비교하거나(코호트 연구), ② 질병이 발병한 집

단과 발병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위험인자에의 노출 정도를 비교하는 모델(환자-대

조군 연구)을 취한다.148)

역학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인지하는 데는 상관관계 지표를 활용하는데, 

주로 상대위험도, 오즈비(대응 위험도), 기여위험도가 사용된다. 여기서 상대위험도

는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발병률을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발병률로 

나눈 것을 말한다.149) 가령, 석면의 상대위험도가 2.0이라면, 석면에 노출된 집단의 

폐질환 발병률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두 배라는 점을 뜻한다.150)

오즈비는 주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노출과 질병사이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방법

으로 노출군에서 질병이 발생한 오즈(odds)151)와 비노출군에서 질병이 발생할 오즈

(odds)의 비율(ratio)이다.152) 마지막으로 기여위험도란 특정 위험인자가 질병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3. 역학연구결과의 오류

모든 과학연구 결과가 그러하듯 역학조사결과에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147) 이연갑,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법조』 제61권, 2012, 112쪽.
148) 이연갑, 위의 논문, 117~118쪽.
149) 이선구, “유해물질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

티스』 제146-1호, 2015, 266~267쪽.  
150) 이연갑, 위의 논문, 119~120쪽.
151) 오즈의 정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고, 오즈비(odds ratio)는 오즈

의 비율을 뜻한다.
152) 이선구, 위의 논문, 266~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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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우연(chance), 편향(bias), 그리고 교란(confounding)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연

은 말 그래도 우연히 존재하는 사건이 결과의 오류를 만드는 것이며, 편향은 정보

수집이 잘못되거나 연구 대상자의 범위가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교란은 유해요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혼란시키는 다른 인과적 요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153)

4.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1)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법적 인과관계 증명

역학자는“어떤 요인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할 뿐이고, “어떤 요인이 

실제로 원고의 질병을 발생시켰는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즉, 역학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역학연구 결과는 본질적으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인구집단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개별적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154) 

즉, 역학연구결과의 본질은 확률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의 사실인정 수단

으로 활용되는 역학일지라도, 우리 법체계에서 오로지 사실인정을 확률에 근거해서

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인 것이다. 

우리의 대법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

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부존재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비율적

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비율적 인과관계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155)고 

판시하였다.

결국, 법률적 인과관계 문제를 확률의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

서의 인과관계는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156) 

대법원은 일찍이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

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157)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53) 이승현, “미국의 법 영역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역학적 인과관계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
구』 제21집, 2018, 315~316쪽.

154) 이연갑, 앞의 논문, 136~137쪽.
15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56) 역학적 연구결과는 당해 위험인자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개별 사안에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의 질병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인과관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역학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긍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단을 기초로 한 위험성에 관한 조사결과이지 당연
히 개별적ㆍ구체적 인과관계를 긍정하지 않는다. 즉, 역학적 인과관계를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는 
오로지 법원의 법적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승현, 위의 논문, 310~312쪽.

15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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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요인과 업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업무상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법적 평가의 문제로 귀결된다.158)

또한 현대적 직업병은 증상에 특이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을 정함에 있어서 특이성만을 기준으로 착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산업의 발

달로 새로운 직업병이 생겨도 의학적 식견으로 이를 인지하는 것은 항상 뒤늦기 마

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명책임의 분배(완화)가 중요한 쟁

점이 되었던 것이다.159)

요컨대, 업무상 질병 심의과정에 있어서 의학적 관점으로부터 검토가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의학적 판단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판단지표인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산재법 제도에 근거한 법적판단이므

로, 의학적 판단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역시 어느 범주까지 법의 보호영역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첨단 산업에서는 새로운 직업병이 나오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의학적으로 입증하

는 것은 시간적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대

법원의 전향적인 판례도 나오는 추세라는 점에서, 의학적 근거가 핵심에 있다고 본

다면 애초에 근로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의학적 인과관계는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견해는 종전에 검토한 독일의 중요조건설과 일정부분 궤를 같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상 질병 심의과정상 역학연구결과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비

약 역시 금물이다. 

소송에서 역학조사결과는 증거능력이 문제될 것이 없고, 오로지 증거력만의 문제

로 귀결되는데, 그 역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160) 또한, 구

체적 인과관계를 다루지 않는 당연인정기준 정립과정에서, 역학연구결과가 매우 유

용한 일반적 인과관계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업무상 질병 심의과정상에서 역학조사 의뢰

산재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에 따르면 “공단이나 판정위원

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

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한국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또는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역

158) 이달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질병의 업무상 판단”, 『중앙법학』 제15집 제4호, 2013.12, 348쪽.
159) 이달휴, 앞의 논문, 348쪽.
160) 이연갑, 앞의 논문,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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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그 역학조사 결과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된다. 이

후 근로복지공단은 위 역학조사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

과를 심의하여 판정하는데, 그동안 사실상 역학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결과가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3) 역학조사결과와 법원의 입장

원래 역학조사를 하는 목적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질병 발

생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는 이처럼 추가적

인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환으로 해당 근로

자의 업무가 질병을 일으켰는지, 작업환경에 유해요인ㆍ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인 사실 확인보다는 보험급여를 받아도 되는

지에 대한 법적인 가치판단이 주된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보상이라는 조사의 취지에 맞게 근거 법령의 목적과 내용, 

최종적인 법령해석기관인 법원의 태도까지 숙지한 상태에서 업무관련성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에는 단순한 의학적 사실 확인만이 

아닌 재해보상의 필요성이라는 가치판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161) 그러나, 현재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업무상 재해법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162)는 

점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삼성반도체 사례에서 드러난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당시 수

행된 공정 자체가 사라지거나, 설비가 몇 년 사이에 바뀌고, 환기장치나 보호구도 

변경된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작업환경을 반영한 개별역학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반도체 제조공정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기술진보가 너무나 빨라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변경되어 현재 작업환

경측정결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163)

최근 이슈가 된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에서는 종래 판결에

서 볼 수 없는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첨단사업현장에서는 그에 관

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 의학과 자연과학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작업환경상

161) 박영만, “S전자 근로자 집단 백혈병 사건”,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22권, 2012, 29쪽.
162) 매일노동뉴스, 산보연의 역학조사는 ‘과학적 판단’이 준거, 김은아,  2011.12.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82> 인터넷판 참조(검색시점 
:  2020.10.06.).

163) 김재완,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민주법학』 제44권, 
2010, 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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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164)

셋째,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

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ㆍ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라는 점이다.165)

위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은 종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

조사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판단하던 관행을 이겨내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

한 뒤, 법적 가치판단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세 가지 보완

법리를 제시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정립 근거로서의 역학

(1) 당연인정기준의 근거로서 역학

일반적으로 직업병은 당해 직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직업병 판정을 수월하

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자는 질병 내지 유해인자 목록을 제정하게 된다. 이처럼 질

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유해물질을 의학적ㆍ과학적으로 검증한 뒤 입법

하는 움직임은 지극히 보편적이며 타당한 것이다. 그 결과, 직업병 목록에 포섭되는 

질병과 유해물질의 내용이 증대될수록 직업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과정은 수

월해지는 것이다.166) 즉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정되

었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과정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아가 당연인정기준을 규정하는 문제는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그 발병에 직업적

인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학은 사실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재근로자로서 유해ㆍ위험물질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일련

의 과정을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마지막 유일한 수단으로서 해당 유해물질 

노출로 말미암아 질병이 발병하였으리라는 확률적ㆍ통계적 관계를 규명한 경우, 역

학적 연구결과 역시 역학적 증거로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의 법원은 역학적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무

164)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서는 문서제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등의 증명방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증명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증명방해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위 증명방해의 법리는 업무상 질병소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조재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대법원2017,8,29선고 
2015두3867판결)”,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2호, 2018, 189쪽. 

165) 전형배,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노동판례비평』 제22권, 2017, 298~299쪽.
166) 이달휴, 앞의 논문,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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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취하고 무엇을 배제하고 바라볼지에 대한 고심이 부족했던 것 역시 사실이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역학조사를 토대로 이뤄진 판결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시

선이 상존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국내에서도 법원이 사실적 인과관계를 인정하

는 과정에서 역학적 인과관계가 가진 의의와 한계를 점차 파악하게 되었다.

지금은 추정의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질병마다 당연인정기준이 하루 빨리 정립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절박하다. 이 순간에도 숱한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고

통 받으면서도 산재 승인을 요원하게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권리구제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충분한 여유가 없기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여 역학연구

결과를 비판적 시선 아래에 고심하고, 사회적 당위성을 얻어가는 과정을 겪기보다

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선진국의 사례를 수용하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2) Hill 기준

미국에서는 최근 법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역학적 인과관계간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집대성한 성과물을 내놓았

다. 바로 미국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Hill 기준

이다.167)  

Hill 기준은 역학적 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홉 가지 요소를 고려

하는데, ① 시간적 선후관계, ② 관련성의 강도, ③ 용량-반응관계, ④ 일관된 결과

의 재현성, ⑤ 생물학적 개연성, ⑥ 다른 설명의 가능성, ⑦ 노출 중단의 효과, ⑧ 

특이성, ⑨ 다른 지식과의 일관성이 그것이다.168)

여기서 ‘시간적 선후관계’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해물질 노출이 있고서 그제 서야 발병되어야 하므로 인과성 인

정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관련성의 강도’는 결과가 나타내는 관련성의 강도가 

클수록 인과관계 추정이 쉽다는 의미다. ‘용량-반응관계’란 원인이 되는 요인에

의 노출량이 많을수록 질병발생률도 높아지는 관계를 말하며, ‘일관성’은 문언 

그대로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도 일관성이 있을 경우를 뜻한다. ‘생물학적 

개연성’이란 이미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 지식과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경우 인과관

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며, ‘노출 중단의 효과’란 유해요인의 노출

을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병 위험이 줄어든 경우 인과관계 인정이 용이

하다는 것이다. ‘특이성’은 노출이 하나의 질병 또는 한 유형의 질병사이에서만 

관련성을 가지면 인과성이 높을 가능성을 말하며, ‘다른 지식과의 일관성’이 높

고, 연구결과에 대한 ‘다른 설명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역시 인과관계의 인정 

167) 이승현, 앞의 논문, 317쪽.
168) 이연갑, 앞의 논문,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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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169)

다만, 위 아홉 가지 요소들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일 뿐, 복수

의 요소 중 몇 가지가 충분조건인지, 몇 가지가 결여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지에 관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기에 종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170)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도구로서, Hill 기준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구체적으

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증거의 충분성과 역학의 역할

미국의 판례 중에는 상대위험도가 2 이상, 기여위험도가 50%를 넘는 역학연구결

과만 증거로서 채택하여 배심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이른바 ‘우월적 개연성 원

칙’ 또는 ‘위험성 배증론’이 있다.171) 물론 미국에서 위 이론에 대해서 역학자 

들 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심의과정상에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인정기준을 정

립하는 과정에서 위 이론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가? 즉, ‘추정의 원칙’에 따른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으로서 적

용하자는 것이다. 상대위험도 및 기여위험도의 수치는 대법원 판결례를 유형화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당연인정기준으로 정립되고 이후 업무상 질병 심의과정상 개별 사안은, 당

연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지라도 상당인과관계를 바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적인 견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시행착오와 검토를 거쳐 

증거력을 인정한 기준은 당연인정기준 정립 단계에서 분명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

다.

(4) 소결

역학은 통계학과 생물학 또는 의학의 지식을 결합하여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으로서 오래 전부터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역학은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의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172)

169) 이연갑, 앞의 논문, 130~133쪽.
170) 이승현, 앞의 논문, 318쪽.
171)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하면 개인의 질병 이환율은 50%를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50% 초과원칙

에 따라 우월적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구체적 인과관계가 긍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60년 미국의 1aw review에서 발표되었지만 1976년에 유행한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하여 
환자들이 연방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에서 널리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 이승현, 앞의 논문, 325~326쪽 ; 이연갑, 앞의 논문, 140쪽.

172) 이연갑, 앞의 논문,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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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은 인구집단의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구체적 인과관계가 아

닌 일반적 인과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이유로 구체적ㆍ개별적 타당성을 다

투는 산재소송 또는 업무상 질병 판정과정에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단점이자 역학의 한계로 비판을 받던 요소

가 역으로 당연인정기준 정립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당연인정기준은 역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는 근거 아래에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당연인정기준 정립을 위한 역학

은) 특정 사건 또는 개인의 직업병에 대한 원인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결국, “역학은 인구집단에서의 질병 이환율에 관한 학문으로서 특정 개인의 질

병에 대한 원인을 다루지 않는다”는 명제가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학이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향후 당연

인정기준 정립에 있어서 Hill기준에서 제시한 요소 및 ‘위험성 배증론’도입을 적

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추정의 원칙 실제 적용 사례 검토

1.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에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

병’에 대한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73) ’(이하 ‘뇌심혈관계 고시’라고 함)을 두고 있다. 

(1) 고용노동부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174)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이후 2017

년 12월 29일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실무에 적용하기 쉽게 보다 상

세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이러한 점은 정작 고용노동부 고시를 당연인정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도, ‘추정의 원칙’ 도입 이후 증명책임의 완화을 위해 사실상 고용노동부 고시의 

역할을 사실상 당연인정기준으로 활용한 것이다.175)

173) 고용노동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
174) 논문 하단에 <부록 1. 뇌심혈관 고용노동부 고시 업무시간 적용방식의 변화>를 참고.
175) 연구자는 실무상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에 있어서, 근거규정으로서 상세한 판

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 비단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를 비롯
한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도 당연인정기준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므로,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이 ‘당연인정기준’의 개념 정의를 좁게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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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규정한 동 

고시 제1조 가목에서 발병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발병 

전’을 ‘증상 발생 전’으로 수정하여, 전구 증상(또는 전조 증상이라고 함)176)이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 것이다.

생각건대, 전구 증상이 발생하면 피재근로자 스스로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인지

하게 되고, 주변 동료 근로자 역시 이상함을 인지하여 병원에 가보라거나 즉시 휴

식을 취하라고 권유할 것이고, 회사에서도 응당 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

구증상 이후에는 그로 인해 피재근로자는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즉 전구 증상이 나타난 그 순간 이후부터 피재근로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이 

확정되는 발병 시점 전까지 (피재근로자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업무종사

시간을 기준으로 산재 인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일

에서 물러난 기간이 산입범위에 들어가 인정기준 판단시 불리하던 점을 개선한 것

이다.

또한, 2013년도 뇌심혈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시 비교대상을 ‘일반인’에서 유

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동종 근로자’로 변경하였다가, 이 번 개정시 “유사한 업

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도 적응하기”라는 부분을 단순히 “적응하기”로 개

정하면서 ‘동종 근로자’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

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업무상 질병 

판정시 당해 피재근로자의 상황과 여건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나) 그간 당해 근로자

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인 또는 동종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 잡은 것이다.

한편,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

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0% 이상 업무량의 증가 등을 검토하

는 기준 기간을 종전과 달리,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로 변경 하여 12주

간 기준에서 발병 전 1주일 기간을 배제하였다. 이로써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기간

이 비교 대상인 일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하였던 점 역시 개선177)

하였다.

위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178)에 따르면, 만성과로 

176) 어떤 질환의 증후(symptom)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증상,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 전구증상, 
(검색일 : 2020.10.0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3395&cid=62841&categoryId=62841 

177) 산출식=발병 전 1주 업무시간/ 이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발병 전 1주 제외) 업무시간의 1주 평
균.

178)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가능’, 근로복지
공단 업무상 질병부, 2018.04.16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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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간을 세분화하여 52시간 기준을 추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제시하여 업

무관련성 판단이 객관화179)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고, 만성과로 기준은 과로기준시

간을 3단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게 개정되었다는 것이

다.

<1>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

<2>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며, 가
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

<3>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또한, 만성과로기준을 개선하면서 새로이 업무부담 가중요인(7개 항목)을 제시하

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하였다.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180)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예시)181)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고객 또는 물량변화, 긴급사태 대응 등으로 인
해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휴일이 부족한 업무: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3회(4주 평균 2회) 이하인 경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하루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경우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5시간 이상 시차변화가 있는 경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판매량, 사납금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아울러 개정된 뇌심혈관계 고용노동부 고시 라목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179)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
한 사항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17-435호, 2017.12.19

180) 예정된 근무스케쥴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2주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81) 근로복지공단, 앞의 보도자료, 2018.4.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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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

도록 개선 하였다.

마지막으로, 뇌심혈관계 고용노동부 고시 나와 다목에서 “건강상태”를 삭제하

였다.

이는 종전에는 피재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다보니 실무상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흡연 등 기초질환 여부를 반영하여 산재 불승인의 근거로 작용하던 것을 배

제한 것이다.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혈압 진단기록이 있는 노동자가 방치

하여 뇌혈관 질환 발병시 발병의 원인을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다반사였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재해자의 기초질환

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182)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기초질병이란 “문제되는 질병에 선행되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문제 질

병의 발병에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183) 뇌심혈관질병의 기초질병을 말한다. 반면에 기존질병184)이란 “문제의 질병

이 악화되기 이전에 이미 치료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기존에 치료 조절되고 있는 뇌졸중, 협심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근로복지공단 지침 변경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이하 '뇌

심혈관 공단 지침'이라함)’185)은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어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이후 뇌심혈관 고용노동부 고시 변경과 연동되어 2018.01.09자로 급히 서둘

러 개정한 뒤, 2018.01.01자로 소급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 없던 ‘1. 업무관련성 판단의 원칙’이란 항목에서 “산재보

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였다. 

“즉,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이라고 밝힌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 지침은 뇌심혈관 고용노동부 고시보다 상세한 예시와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데, 특히 실무상 빈번히 문제가 되는 택시 운전원과 아파트 

182) 근로복지공단, 앞의 보도자료, 2018.04.16자.
183)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제2013-32호), 2013.07.31 개

정, 22쪽. 
184)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제2018-2호), 2018.01.09. 개

정, 45쪽.
185) 근로복지공단, 앞의 2018년 지침,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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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에 대해 종전과 달리 해당 직업에 따른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으로 적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186)

❍ (택시 운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타코

미터 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최후로 꺼진 시

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평가 

  -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사업주 진술, 동

료 진술, 통화 기록, 블랙박스, GPS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

  -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경우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하

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

  - 택시에서의 야간 업무 시간에 대한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적

용

  - 단,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중에서 제외

❍ (아파트 경비)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

이 차단되어야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

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

무시간으로 간주187)

위 예시한 택시운전원과 아파트 경비는 장시간 근로를 함에도 그동안 명확한 근

로시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던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공단 실무지침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 바, 적

어도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기속력이 미처 피재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

다.

생각건대,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목적이 직업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판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

종사시간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뇌심혈관 공단 지침에서는 

시업시각, 종업시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제조업 현장이나 Secom 같은 입출입 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근무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자체를 관리하고 

186) 근로복지공단, 앞의 2018년 지침, 14쪽. 
187) 근로복지공단, 앞의 지침,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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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 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비전형적(사업장 밖, 출장 등) 업무일수록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무상 근무시간 산정을 어떠

한 기준으로 정할지 그 직종의 특성에 맞게 맞춤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본다. 물론 직업군이 너무 다양하여 모든 직종마다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

기란 불가능하다. 우선 가장 다툼이 많은 사안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뇌심혈관 공단 지침에서는 “종전에는 75dB 정도의 소음에서 일시적인 혈

압상승”을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보다가, 이번 지침 개정시 “80dB 이상의 만성적

인 소음 폭로에 의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상승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라고 규정하여 오히려 퇴보한 점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

다.188)

이러한 뇌심혈관 공단 지침의 상세한 설명은 실무상 공단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다툼을 없애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 가령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라는 개념에서 어느 정도의 시차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다면 실무상 혼선이 불가피한 데, 이번 뇌심혈관 공단 지침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을 일컫는

다고 상세하게 명시하여 해결한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급여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에 어떠한 내용이 기

재되느냐에 따라 직업병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

면 유족급여는 피재근로자의 사망과 그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쟁점인 인과관계(사인)가 사망진단서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망진단서상 사인으로 인한 분쟁이 끝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인미상으

로 기재된 경우, 명백한 업무시간상 과로가 입증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되

어 보험급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금번 뇌심혈관 공단 지침에서는 뇌심혈관 질병의 특성상 돌연사 등으로 사

망진단서에 사인미상, 심장정지, 심폐정지, 심장마비, 급성 심장사, 급성 신부전 등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부검의, 진단 주치의, 사망진단서 작성

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의학적 소견 조회 또는 자

문을 요청”하고, “발병원인 및 사망원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주치의에게 의학적 소견 조회 및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

의 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자문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물론 이로써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담당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뇌심혈관 질

환으로 병상에서 10여 년 누워만 있던 식물인간 상태의 피재근로자가 산재 종결 후 

188) 근로복지공단, 앞의 지침,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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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경과악화로 119구급대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간 경우, 엠블란스가 도착한 병원이 평소 치료받던 병원의 응급실이 아니라면, 환자

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망에 이를 경우, 단순히 심장정지 또는 사인 미상으로 적히

는 게 대부분이다. 사회 통념상 10여 년 동안 뇌출혈 등 산재 승인 상병으로 치료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당연히 선행사인, 중간사인, 직접사인 또는 적어도 

위와 관계없지만 기타 신체사항으로 산재로 치료받아 침상에서만 10여 년간 식물인

간으로 있었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야 마땅한데, 전혀 이러한 정황이 반영되지 못하

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는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처치를 한 주치의 소견에 더 무게를 두

어야 할 것이다.189)

판례 역시 “산재 승인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보다 환자를 직접 수

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190) 향후 지

침 개정시 주치의 소견을 더욱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2.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은 일반 근골격계 질환과 구별되는 특이 증상이나 병리소견

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직업적 요인과 비직업적 요인이나 일상생활 요인(가사노

동, 육아, 스포츠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발병요인에 노출되

어 누적되어야 발병한다. 게다가 똑같은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체격, 체력 등 감수성에 따라 질병 발생 여부 및 정도가 큰 차이가 있어 판

단의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판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191).

(1)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는 개념이 지난 2003년 제정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

위’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2017. 7. 24.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41호가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및 

189)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소견이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 및 진
찰소견이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마땅
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환모ㆍ박문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분류 및 영상진단”, 『대한척추외과
학회지』 제8권, 2001, 315쪽 참고.

190) 환자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때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체감정촉탁의
사의 소견을 공단 자문의사협의회나 자문의사의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존중해 제4-5요추간에 대해
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부산지법 
2007.1.10. 선고, 2005구단1811 판결.

191)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은 급격한 외상과는 관련이 없이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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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117호, 2017.12.29. 일부개정)’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이란 ‘2. 근골격계에 발

생한 질병’ 가목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12.29. 일부개정 ]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

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

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

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이후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2018.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가 새로 개정되었지만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 고시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정

의가 너무도 추상적인데다가 고시 규정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거의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을 비롯하여), 모든 직종의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모순을 

초래하여 실무상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192).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 정의를 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

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

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

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고 보고 있어 우리 

주변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게 더 어렵다.

예컨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현대중공업 용접공 또는 

192) 고용노동부, 제2018-13호 앞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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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부공193)은 모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슬

관절 질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지는 못하기 때문

에,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당해 고

시 자체로서 업무상 질병판정에 큰 의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공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194)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실무상 적용원칙으로 활

용될 여지가 있다.

(2)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무지침으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2013.12.24. 개정, 제2013-45호)’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2013.12.24 개정, 제2013-45호)  

○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

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

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문제는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퇴행성 질병이 동반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업

무상 질병의 판정시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실무상 피재근로자와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인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여 판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없이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속하

는 것이고,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른 자연경과적

인 변화보다 퇴행성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의학 통설이다. 

193) 취부란 선박 조립과정에서 작은 부품들을 용접 전에 위치를 잡아 가용접을 해두는 것을 말하며, 제
조공정상 취부공이 가용접 한 부위를 용접사가 용접을 하는 순서로 작업이 이뤄진다. 취부공은 이
러한 용접작업 직전에 준비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말하며, 업무성질상 좁은 공간에 웅
크리거나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슬관절 부담작업이 대부분이다.

194) 고용노동부, 제2017-117호 앞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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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자체를 별론으로 차치하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너무 심하다고 불승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더 나아가 이

를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의 대부분이 의사이고, 의학적 소견을 

묻는 자문의도 같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므로, 자칫 의사들이 일반 환자를 처치

한 임상적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일반 환자(비근로자)보다 

고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피재근로자의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한 것이 자연스러

운 것인데, 이러한 점이 피재근로자의 연령대 일반 환자195)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긍정적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

는 오류를 낳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및 위 고용노동부 고시 어디에도 규정되

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퇴

행성 질병이란 이유만으로 신청 상병을 불승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196)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이후, 지난 

2019.3.15. ‘6대 근골격계 상병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기간 치료 인정범위 추가 확

대’라는 내부 지침197)을 만들었다. 위 지침의 제목만 보면, 특별진찰에 대한 추가

확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정작 안의 내용은 추정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즉, 업무 부담요인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산재심의기간 중에도 일단 특별진찰 비용 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업

무부담 요인 매우 높아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6대 근

골격 상병마다 별도로 직종 상세설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198). 여기서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신체부담작업을 중단한 다음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을 정하여 실무

상 적용하겠다는 것은 특정 질병마다 발병율이 높은 직업을 선정하고, 그 직업마다 

195) 환자 중에는 육체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신체부담작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근로자 자체가 아닌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어(대부분이 신체부담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법리를 숙지하지 못한 의사의 선입견을 기준으로 업무기인성(인과관
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다.

196)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에도 동일하게 “근골격계질병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
행성 질병이란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퇴행성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불승인 또는 승인 판단
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학적 근거 내지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13.12.24 개정, 제2013-45
호).

197) 근로복지공단, ‘6대 근골격계 상병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기간 치료 인정범위 추가 확대’ 지침, 
2019.03.15.

198) 근로복지공단,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특별진찰기간 중 증상악화 예방
을 위한 조치-, 2018.08.10.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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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기간을 기준으로 업무기인성을 추정하겠다는 것을 밝힌 매우 획기적인 변화인 

것이다.199)

여기서 6대 근골겨계 상병은 경추간탈출증(목), 회전근개 파열(어깨), 요추간판탈

출증(허리), 반월상연골판 파열(무릎), 수근관증후군(손목), 상과염(팔꿈치)을 말하며, 

각 직종마다 어떠한 일을 하는지, 유사한 직종은 무엇인지를 상세200)하게 설명하여 

실무상 지침을 활용하기 쉽게 규정하고 있다.

당장 모든 근골격계 질환이 6대 상병 범주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

기에, 점진적으로 질병마다 당연인정기준을 제정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뇌심혈관 공단 지침은 뇌심혈관 고용노동부 고시 변경에 따라 근로복지공

단 종전 실무지침을 개정하여 통일적으로 당연인정기준을 반영하였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종전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13.12.24 개정, 제

2013-45호)’을 개정하지 않고 별도 지침을 신설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형식도 특별진찰 비용 확대라는 지침제목을 내세웠기에, 실무 적용

상 특별진찰 비용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면 실무 담당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

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히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병으로 선정한 6대 상병에 대해서라도 이를 반영하

여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에 통일적으로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되며,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대상으로 한다.

199) <부록 2.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를  참고.
200) 예를 들어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쉬운 직종으로 용접원이 있다. “용접원은 용접기, 용접봉, 공

구 등을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용접 부분을 소제하고 전류와 가스의 압력을 조정
하며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과 원인을 판별하면서 금속재료의 재질을 고려하여 용접봉의 종류를 선
정하고 판두께의 따라 홈을 결정하고 용접하는 이를 말한다. 고용직업분류상 ‘용접원’, ‘용접기조작
원’이 이에 해당한다. 유사 명칭 및 하위 직종으로 가스용접원, 이산화탄소용접원, 아크용접원, 아
르곤용접원, 특수용접원 등이 있다.”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01)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2020.2, 2쪽.

<참고: 소음성 난청 특성 (미국직업환경의학회)>201)

⓵ 와우 유모세포 손상에 인한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양측성 
⓷ 3000~6000Hz 고음역에서 ‘notching’이 첫 징후이나 8000Hz는 해당하지 않음 
 ※ notching이란 순음청력검사도에서 8kHz보다 낮은 주파수의 특정 영역에 국

한되어 역치가 상승한 것을 의미
⓸ 고음역에서 75dB이상, 저음역에서 40dB이상의 손실 없음
⓹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며 소음 노출 제거 후

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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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보다 4000Hz의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치가 더 높

은 형태를 보이는데, 이와 혼동되는 노인성 난청은 8000Hz 영역에서 더 높은 청력

손실치를 보이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50%

를 넘었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공단의 판정 10건 중 7건이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대해 공단이 잘못된 판정기준으로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

에게 산재 인정을 안 해준 것도 모자라 과도한 소송 제기로 오히려 산재 피해자들

을 괴롭힌다는 지적이 있었다.203)

위 기사에서 팩트만을 정리하면 일반적인 산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패소율은 11.5% 정도인데, 소음성 난청 패소율은 그 4배를 넘는 수치이며, 공단과 

법원의 격차는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심해져, 2018년에 항소심 사건은 모

두 공단이 패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2월 근로복지공단 내부회의 자료에

서도 그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85데시벨 소음, 

3년 이상 노출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고, “상당수 판

결은 별표 3 기준은 예시적 규정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해도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음성 난청 인정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현행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한 별표 3의‘7. 눈 또는 귀 질병’ 차항에 규정되어 있다.

202) 근로복지공단, 2020.2 앞의 지침, 3쪽.
203) 매일노동뉴스,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절반 법원에서 패소’, 양우람 기자, 2019.10.1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98 인터넷 판 검색(검색일자 
: 2020.10.10)

< 기도측정치 오디오그램 예시202) >

<소음성 난청> <노인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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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

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

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인정기준은 종전에 “연속으로 85데

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

출”로 2019.7.1. 개정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 즉 사실상 변경된 바가 거의 없다204).

결국,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이 변경된 바가 없고, 별도의 고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야기된 원인은, 법원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과 근로복지

공단의 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그러다 최근 2020년 3월 2일 근로복지공단은‘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

정하였다.205) 이 지침에서는 개정 이유를 “패소 사례 분석 및 그간 운영상의 문제

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정립으로 업무의 통일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판단원칙으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

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

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이한 점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으로서 “85데

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따르지 않고, 동 지침에서는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준을 소음성 

난청의 ‘판단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 지침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204) ‘3년 이상 노출’이란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경력이 있
는지를 보므로,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명시된 ‘연속음’이라는 규정이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과 
상반되며,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므로 사실상 불필요한 상태이다. 근로복지
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2016.1.14., 2쪽.

205)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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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의 소음성난청 관련 주요 판결요지 >

∎원고의 감각신경성난청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 경과되고 진단받아 노

화의 진행을 부정할 수 없지만, 착암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재보험법 시행

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에 해당되는 등 종합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에 이름(서울고등법원2017누81733)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

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음(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959)

∎원고는 다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 노인

성 난청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112)

위 ‘서울고등법원 2018.3.6. 선고, 2017누81733 판결’은 과거 소음성 난청 사업

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적이 있는 자가 약 23년이 경과한 뒤에 만 72세가 되고서

야 난청 진단을 받고, 우측은 노인성 난청으로,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된 

상태(좌우 비대칭)이지만 소음성 난청으로 최종 인정한 사례이다. 

심지어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24년 6개월이 경과한 만 73세에 진단을 이유로 보

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난청은 크게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으로 분류되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

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판시했고, 나아가 

법원의 감정촉탁 회보결과가 “인과관계 가능성은 낮다”고 통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9.19. 선고, 2018구단

58816 판결).

 그 외에도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이하 논의상 필요한 내용을 발췌

해서 기재하고 검토함)에서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

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열거하고 있고, 이중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에 소음성 난청 제외사유로 명시한 소음성 난청 제외사유인 노인성 난청과 혼합성 

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에 다음과 

같은 유형별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노인성 난청

❍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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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

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

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

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

❍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7호 차목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3)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경우 “편측성” 청력손실이 있음

❍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

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이비인후과학회 의견> 개인의 내이(특히 유모세포)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

가 존재하므로 소음성 난청이라도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질

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니어도 인정된 경우 주요 판결요지>

∎원고는 광산업무 하면서 최소한 약 20년이상 85dB이상 소음 노출되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우측 61dB, 좌측 46dB 악화)가 지나치게 큰 사정에 비추어, 노화와 소음

노출 모두에 의한 것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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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의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

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의 핵심 내용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

었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확인되고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명백하게 입증

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의 이유가 소송 패소로 인한 고육지책인 것은 알겠지만, 정작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인 양측성 난청과 특정 주파수대(4000Hz) 청력손실치가 더 높은 형태

(반대로 노인성 난청은  8000Hz 영역에서 더 높은 청력손실치)를 띠는 특징, “노인

성 난청의 경우 65세 이상(보건복지부 노인성 난청 진단 연령기준) 고령자에게 달팽

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유병률(65세 이상 35%, 80세 이상 50%)”이라

는 점과, 대한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206) 등을 전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207) 

무엇보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적인 규정과 상반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이 문제이다. 정작 산재법 시행령 별표 3과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지침이 일치

하지 않는 문제를 새로이 야기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침변경 

이전에 최근 판례의 경향과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상 적용 어려움을 듣고 먼저 시행

령 별표 3의 개정을 통해 기준을 잡고, 근로복지공단 실무 지침 개정을 거쳐 통일

성을 도모해야 했으나, 궁여지책으로 너무나 쉬운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 변경을 

도모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 주도하의 잘못된 ‘추정의 원칙’ 확대 방향은 지탄받

아 마땅하다고 본다. 

요컨대 소음성 쟁점을 정리하면, 추정의 원칙 도입 이후 소음성 난청의 증명책임

을 완화하기 위한 당연인정기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보다는, 거듭된 패소에 

따른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206) 근로복지공단, 2016년 소음성 난청 관련 앞의 지침.
207) 앞 <기도측정치 오디오 그램 예시>각주 190번을 참고.

∎원고가 85dB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약 19년 이상 근무한 사실, 검사결과 양측 감

각신경성난청(우측 귀의 청력손실치: 농,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 55dB)이고 오른쪽 귀

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어느 정도 청력손실이 된 상태에서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악화(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44)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청성뇌간유

발반응검사결과 좌측 60dB, 우측 80dB의 비대칭적 청력손실 수치를 보였다는 점만으

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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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직업성 암에 있어서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변경 등

이 선행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지침 변경이 이뤄지던 앞 사례와 달리, 근로

복지공단이 실무지침을 먼저 변경하고 이후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

준을 변경하여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7월 9일‘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 직업성 암 입증

책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직업성암 등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실무

지침으로 제정하였다.  

해당 지침의 주된 내용은‘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이후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과정상 최근 판례에서 확인한 판단기준을 반영하고

자 한 것이다. 실제 지침에서도 추진배경을 “직업성암 등 희귀질환에 대한 대법원

의 최근 판결 등 공신력 있는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판정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이

라고 밝히고 있다.

‘추정의 원칙’이 피재근로자의 증명책임 완화를 통해 신속ㆍ공정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때, 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 직업성 암 입증책임 

개선’지침에서는 “이미 업무관련성이 확정된 사안과 동일ㆍ유사한 경우 전문가의 

평가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 역학조사) 생략”한다는 것이다.

실무상 산업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가 짧아도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너무 

장기간 동안 피재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특히, 백혈병 등의 

직업병은 산재 처리가 지연되어 제때 치료비 지원조차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빈

번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

한 것이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 직업성 암 입증책임 개선’지침에서는 반도체

ㆍ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에서 발생한 8개 상병(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에 한해서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8) 역시, “그간 역학조사는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

사,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노출강도 등 확인을 통하여 산재신청인 발생과 사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판단 시에도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

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와 획일적인 역

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역학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이미 판례를 통해서 특정 직업성 암 등의 상

208) 고용노동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 해
소와 산재보호 확대지원-’, 2018.08.07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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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있어서는, 축적된 판례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판례에서 다룬 첨단산

업(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이냐 아니냐만 판단하

여,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법원의 직업성 암 판단기준 역시 당연인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

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노출수준ㆍ노출기간이 상세히 규정된 경우만을 ‘당연인정기준’으로 규정한 것과 

상반된 부분인데, 생각건대 당연인정기준의 범주를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하

는 것은 종국적인 목표인 것이고, 그 정립과정상 역학연구결과 및 축적된 판례를 

통한 기준 역시 당연히 ‘당연인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0월 23일(시행은 2018.11.01.)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을 제정하였다. 업무관련성 판단원칙과 세부 판단요령을 적시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방법과 판단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연인정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

함이 많은 상태였다. 즉,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 지침은 산재법 시행

령 별표 3을 개정하여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기 이전에 개발단계, 과도기 규정이라

고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지침의 세부내용(이하 필요

한 내용을 발췌해서 검토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은 당연인정기준으로 바로 적용가능한 정도

이며, 

○ ‘나. 벤젠에 의한 직업성 암 등’은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노출에 대한 명백한 증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경우로서, 가족력이나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2차 발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역시 당연인정기준으로 활용가능한 수준이다.

○ ‘다. 도장작업에 의한 직업성 암’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판

단할 것을 규정한 것을 볼 때, 아직 당연인정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만, ‘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의한 직업성 암’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13호의 내용으로 도출된 것이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즉 제1호에서 12호까지 목록에 없는 질병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고려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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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절차를 간소화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가 업무관련성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인정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와 유방암’, ‘카. 고무

제품 생산작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암’이 있다.

○ ‘마. 전리방사선에 의한 직업성 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충분한 근거

를 제시하고 있어 당연인정기준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 고려한 업무관련성 판단) 인과확률의 95% 

신뢰 상한값이 50%를 넘는 경우, 직업성 암으로 볼 수 있음. 

단, 이 조건에 미흡하더라도 다른 발암요인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에는 복합 영

향을 고려함

- 방사선 업무와 관련된 암 발생에 인과확률(PC)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

가들에서는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발생한 암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된 것

으로 간주함

※ PC 50% 기준은 “more likely than not”의 원론적 개념에 근거를 둠. 인과확률은 추정
과 관련된 통계적 불확실성 및 선량-선량률 효과, 모집단의 전이 오차 등 여러 형태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모든 요인이 통제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처
럼 인과확률이 불확실성 분포를 고려한 PC 신뢰상한(95%)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
가함

※ 인과확률 계산을 위해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2004년에 한국수력원
자력(주)에서 개발한 RHRI-PEPC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사용 중임. 

이 프로그램에서 고려한 암종별 최소 잠재기간은 백혈병 1년, 갑상선암 2년, 나머지 
고형암의 경우는 4년이었음

○ ‘사.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에 있어서는 “1형((1/0) 이

상의 규폐증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하여, 일부 당연

인정기준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복합노출의 경우에서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과도기 규정이라 보인다. 

※ 인과확률은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의 전체 암 위험도에 대해 방사선 피폭에 의
해 증가된 암 위험도의 비율

 BasRisk는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은 일반 인구집단의 기저 암 위험도, RadRisk는 
방서선 피폭에 의해 증가된 암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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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지침은 법원의 판단기준과 더불어 그간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역학연구결과를 당연인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위 지침상 모든 직업병에 대한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한 상태는 아니며, 열거된 직업병에 있어서도 그 중 일부에서만 당연인정기준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위와 같이 실무상 적용되는 근로복지공단 지침을 개정한 뒤, 2018년 12월 11일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직업성 

암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요령’에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이 불

일치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209). 

법제처에 등록된 2018.11.12. 시행 산재법 시행령 개정이유를 보면 “석면 노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노출기간, 잠복기간 및 동반 

질환과의 연관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을 현행 1피

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낮추며,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비호지킨림프

종210)을 추가하는 등 직업성 암 발병요인 중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물질

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하여 재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함”이라고 밝히고 있

다211).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의 후속조치로, ‘직

209) <부록 3.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개정 전후 비교>를 참고.
210) 림프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되어 과다증식하며 생기는 종양을 말하며, 악성림프종에는 호지킨림

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 비호지킨림프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6480&cid=60406&categoryId=60406 (검색시점 
: 2020.12.06.)

211) 법제처, 산재법 시행령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29354호, 2018.12.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707&ancYd=20181211&ancNo=29354&efY
d=2018121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파.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에서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근무 중 시술과정에서 날카로운 의료기

구에 자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HBV 및 HCV 바이러스가 혈청검사

로 확인되고 만성감염 상태에 있다고 진단이 된 후 간세포암이 확진”된 경우에

는 당연인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외 경우에는 아직까지 직업성 암을 

유발할만한 노출수준이나 노출빈도에 대한 노출 근거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

태라서 당연인정기준으로 볼 수 없다. 

○ ‘아. 6가 크롬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자.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차.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의한 직업성 암’,

   ‘타. 산화에틸렌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의 경우, 역시 아직은 

     당연인정기준으로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83 -

업성 암 업무상질병 업무처리요령’(2019년 2월 8일 시행)212)을 지침으로 하달하였

다. 이는 종전 첨단산업(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에 한해서 절차 개선 이후에도 지

속적인 증명책임 완화 요구에 따라 타 업종ㆍ직종에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종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 직업성 암 입증책임 개선’지침이 판례의 

판단기준을 근거한 것이라면, 확대되는 내용은 국제암연구소, 국ㆍ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①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② 석면에 의

한 악성중피종, ③ 탄광부ㆍ용접공ㆍ석공ㆍ주물공ㆍ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④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ㆍ조혈기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자문위원회 자

문을 거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 역학조사)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업성 암의 당연인정기준 제정과정을 살펴 본 바, 최근 판례에서 입증된 판단기

준을 근거로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할 수 있고, 더불어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역학연구결과를 당연인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의 직

업성 암 등 희귀난치병 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은 아직 개발단계 또는 

과도기 상태라고 판단된다.

제3절 업무상 질병 현장조사 매뉴얼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5월 ‘업무상 질병 현장조사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였

다. 동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현장조사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현장조

사를 강화ㆍ내실화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현장조사는 “반드시 신청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

고 있다. 특이점은 현장 조사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공단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

나, 공단직원의 현장조사는 수용하나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부행위로 사실관계 확인을 못하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청인 주

장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

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2017.8.29. 선고, 대법원 2015두3867 판결)의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이후 제정된 현장조사 매뉴얼이기에 그 취지를 반영하

여, 근골격계 질병에서는 발생빈도가 높은 6대 상병에 해당하고, 예시한 직종 범주

에 포함되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2)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암 업무상질병 업무처리요령 확대시행,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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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실무상 작업동영상 채증이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되는데, 동 지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담당자가 직접 촬영하고(촬영 주

체) 신청인(촬영 대상)이 직접 작업을 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에서도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질병에서는 사전 검토한 현장조사시 확인목록과 신청상병 유발 유해ㆍ위

험요인에 대하여 확인하되,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의견이 상이한 사실관계 위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업무상 질병 현장조사 매뉴얼’ 지침은 그동안 ‘추정의 원칙’ 

도입 이래 제정해 온 판정원리를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서 현장조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제정목적은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지난 2019년 5월경 도입되어, 약 1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정작 실무상 운용이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현장조사 대상 예시

 - 제출된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요인에 대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의 증가 및 업무강도ㆍ책임ㆍ업무환

경 변화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업무강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자 등 감시ㆍ단속근로자의 휴게 혹은 수면장소의 

확인 및 육체적 부담업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⑥ 택시운전종사자의 업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

우

  ⑦ 그 밖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업무시간 산정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을 위한 재해조사관련 업무지시
(재해기준부-5016, 2017.09.20.) 

❖ 확인 사항 예시 (필요시 사진촬영)
 - 취급한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 품절된 경우 해당 공정 노동자 진술
 - 취급 작업별 공정 및 작업의 강도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및 안전보호구 지급ㆍ착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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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피재근로자를 공단에 출석요구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문답서’를 재해자와 사업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뒤, 

유선으로 연락하여 기한 내 작성을 마치면 제출하라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때

문이다. 문제는 문답서가 피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맞춤식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

라, 여러 현장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고 수정하지 않다보니 피재근로자

의 구체적인 사정과 동떨어진 질문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문적인 지식

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도 모

르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의 항목도 너무 많아서 실무상 50대 이후의 중년 피재근로자는 문답서 작성

이 엄두가 나지 않아 노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예전

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근로복지공단 직

원이 질문하고 그에 따른 구두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다. 그 과정

상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재근로자는 공단직원에게 질문의 뜻을 되묻고 충분한 

이해 아래에 답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족건을 제외하곤 대부분 최초요양 사건

(뇌심혈관,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에서는 문답서로 갈음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직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문답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업

무처리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추정의 원칙’은 실무상 정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위 ‘업무상 질병 현장조사 매뉴얼’의 핵심도 사업주와 피재근로자의 

주장이 상이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재근로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에, 결국‘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업무상 질병 현장조사 매뉴얼’이 시행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경

과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매우 적고, 나가더라도 

피재근로자가 직접 재현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금년 코로나 19사태 이후 현장조사는 가급적 기피해야 하는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오히려, 사업주가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촬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사업

주 관점에서 작성된 작업동영상을 토대로 재해조사가 마무리되고,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앞서 ‘추정의 원칙’의 원활한 적용확대를 위해 당연인정기준 정립과정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어쩌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213)상

의 ‘적극행정’이 그 어떤 제도 시행보다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구슬이 서 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이다214). 

213) 근로복지공단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규정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단 경쟁력의 강화
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 행정’이란 동 운영규정 
제2조(정의)에서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2020.05.26. 규정 제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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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당연인정기준 제정방향에 대한 제언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2010년 10월이 되어서야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장

에 ‘공상보험’을 두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

하고 있다. 중국의 산재보상제도는 역사가 이제 10여 년 밖에 되지 못하여 내용면

에서 아직 사회보장제도로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 법형식의 측면에서 보

면 산재보상제도가 사회보장법 체계에 편입되어 규율되고 있어, 우리나라 산재보상

제도보다 선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15)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고 

있고, 행정관청 실무상 ‘업무기인성’으로 지칭하고 있다. 다만, 업무기인성의 증

명책임이 원고(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우

리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와 달리, 

“노동기본법에 인과관계가 확정된 질병을 정형화하여 노동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2에서 예시규정을 두고, ① 근로자가 열거된 업무에 종사하고 ② 발병원인인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면, ③ 발병기간의 경위에 의학상 모순이 없음을 요

건으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간주’216)하고 있다.”217)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조문의 형식은 간주를 규정하고 있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조문 형식상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도 그 역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최근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법 해석 및 법

리상 당연히 도출되는 ‘추정의 원칙’을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가 명명한 

2017년 12월부터 새로이 창설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던가. 옳고 그름을 떠나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높아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피재근로자

의 신속한 재해보상이 이뤄짐으로 근로자 권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의 경우와 달리 직업

성 암 등의 있어서는 그나마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을 통해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의 당연인정기준의 근거로 작용한 것은 최근 판례에서 도출한 판단기준과 국

내외 역학연구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214) 연구자는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2년간 판정위원으로 역임한 적이 있는데, 
직접 업무상 질병판정과정에 발을 담그고 직접 겪은 바로는, 노사정합의를 통해 피재근로자 권익보
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가 무색해 질 정도로 형식적인 심사(1인당 짧게는 30초에서 길어도 3
분 남짓에 불과한 졸속 심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현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15) 김교숙, “중국의 산재보험제도와 그 개선 방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 논총』 제38집, 2016, 
115쪽. ; 김교숙, “산재보상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법학
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4호, 2018, 21면.

216) 반면에 노동자재해보상 소송상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또는 완화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우리보다 더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김재희, 앞의 논문. 525~528쪽. 

217) 김재희, 앞의 논문. 510~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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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주도하여 당연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당연인정기준은 그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

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추정의 원칙’을 정하며 필요에 의해 창설한 개념이며, 그 

목적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상세한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수치화하여 실무상 

업무관련성(업무기인성) 판정과정을 간소화하여 피재근로자의 피해보상을 신속ㆍ공

정하게 하기 위함인데, 정작 당연인정기준을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두지 않고 언

제든 쉽게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실무지침으로 두고 있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껏 살펴본 근로복지공단의 당연인정기준 정립과정을 살펴보면, 필요

시 종전 실무지침을 개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추가로 별도 지침을 제정하여 추가하

는 형식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218). 이러한 실무지침은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내

부지침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공개된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

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을 기대하

기는 더욱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실무지침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법원성을 인정

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요컨대,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실무상 바로 적용하기 용이한 근로

복지공단 실무지침을 활용하는 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용인할지라도219), 과도기

를 거쳐 당연인정기준의 모습이 잡힌 완성단계에서는 적어도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할 때 유의할 사안이 무엇일까. 해답은 우리보다 

산업화된 선진국의 모습을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한 나라라는 점에서, 미국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상에서 어떠한 질병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면, 

오히려 사회국가 원리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

리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였고, 질병에 대한 원인관

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이기에, 미국에서 질병의 원인관

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어떠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법의 보호를 해야 할지 정했다면, 

그 질병에 대해서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그 기준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220)

218) 피재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재해보상에 관한 당연인정기준을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으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도 통일된 규정집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필요에 
따라 만들고 폐지하는 근로복지공단 손에 전권을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산재법 및 산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별표 어디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당연인정기준을 
근로복지공단 자체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폐지할 수 있다는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지 찾아 볼 수도 
없다. 

219) 물론 과도기 과정에서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당연인정기준 외에 근로복지공단 실무지
침에 내용도 당연인정기준과 동일한 ‘추정’의 효과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220) 이달휴, “미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 질병에 대한 업무상 판단”, 『법학 논고』 제4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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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업무수행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업무기인성으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미국에서

도 이러한 업무상 질병에서의 업무기인성 입증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작업환경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자는 논리가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런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산재법령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의 논리가 일반

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업무가 

질병의 원인으로 제공했느냐를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법원은 의사 의견

을 단지 참고할 뿐이다. 즉 업무기인성이 있느냐의 판단은 법적인 가치판단이기 때

문에 의학적 인과관계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지 의학적 인과관계에 종

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221)

미국의 경우를 검토한 바, 정작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

는 역량이 우리 보다 앞선 경우에도, 결국은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때, 의학과 과학은 참고자료일 뿐 법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당연인정기준 정립을 시도하는 지금의 우리 모습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걸음마 단계이다. 초기에는 역학연구결과 및 그간 축적

된 판례의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역학연구결과는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는 데 구체적 타당성과 일반적 인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도 앞서 살펴보았다. 이 때 참고해야 할 

바로미터가 미국의 Hill기준이며, Hill기준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당연인정기준의 끝에는 (독일의 중요조건설이 그러하고, Hill기준

을 갖춘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산재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과 사회보장제도

로서의 역할 및 기능에 초점을 두고 산재법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진지한 

성찰아래 법적인 가치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당연인정기준의 적용이며, ‘추정

의 원칙’의 완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 407쪽.
221) 이달휴, 앞의 논문, 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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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로도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업무관련성 판

단원리로 상당인과관계설은 적합하지 않다.

산재법은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자를 밝혀 그의 귀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주

된 목적인 민법과 달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범위를 정하는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배상’이 아닌 ‘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립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는 민법과 달리 산재법

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관계이다. 더 나아가 산재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토대로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법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와 직업병 

이외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직업병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보험급여를 전부 지급한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는 공평한 손해조정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사회보험제도

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에 기초한 상당인과관계설 보다는 업무가 산재발생에 중요한 

조건이었는지를 보는 독일의 중요조건설이 산재법상 인과관계의 기준으로서 더 적

합해 보여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2. 산재법 제37조 제1항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현대형 소송에서는 증명책임의 완화를 위해 개연성이론 또는 간접반증이론을 적

용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손해보상 즉 피재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

한다는 목적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들 현대형 소송보다 더 

완화된 입장을 취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현행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작 피재근로

자의 증명책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증명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유해ㆍ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 발현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반영한 구체적인 기

준을 정립하여,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업무관련성이 간주(또는 추

정222))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 산재법 제37조 제1항의 단서와 타 법령 규정을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증명

222) 사안의 핵심은 간주냐 추정이냐가 아니라,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의학적 인과관계 문제(쟁점)를 해
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증명책임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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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실제 추정의 법칙을 도입한 

초기에 고용노동부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어느 순간 뚜렷

한 해명 없이‘완화’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백보양보하여 현재 산재법 체제하에서 증명책임의 분배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라도, 증명책임의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

왜냐하면, 타 법에서 이미 증명책임 전환을 한 사례가 있고, 근로자측의 도덕적 

해이는 조사과정의 전문성 함양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남소가능성 및 재정악화 가

능성은 출퇴근 재해 도입사례를 보더라도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산재법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입법적으로 법체계를 정비하여 증명책임 전환을 도모

해야 한다.

특히, 소위 첨단산업에서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과 수시로 바뀌는 공정은 역학조

사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각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증명 속도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생산현장 

적용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방식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

과관계를, 병마와 싸우는 근로자측에서 증명하라는 것은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현재의 산재법 제도의 증명책임은 불가능한 것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에 지

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223) 그간 삼성반도체 사건을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 중심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재근로자의 소리 

죽은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추정의 원칙은 이론상 새로울 것이 없고 현행 법 해석에 따를 때 당연한 귀결

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추정의 원칙이 피재근로자 증명책임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2017년 12월

경 도입되었다.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질병에 판정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ㆍ공정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2019.08.30자 고용노동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산재

요양 처리기간은 평균 3.7개월이나 소요되어 그간 사업주날인제도 폐지, 추정의 원

칙 도입 등으로 제도는 정비되었지만 정작 업무처리기간은 여전히 장기간 소요되어 

피재근로자 보호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를 보면, 추정의 

원칙은 마치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비춰지지만, 피재근로자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

223) 전형배, 앞의 논문, 299~300쪽.
224) 고용노동부, 2019.08.30자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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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때, 현행 산재법 법리상ㆍ법해석상 당연한 귀결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근로

복지공단이 실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법리적용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

히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를 명명하고서부

터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심의과정상 업무기인성 판단이 현저하게 완화된 것 역시 

사실이다.

4. 추정의 원칙 적용확대를 위해서는 당연인정기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설명하는 문헌에 따르면, 추정의 원칙은 사실상의 추정으로 비춰지

며, 독일의 사회보험법 제9조 제1호에서도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을 도

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노출수준ㆍ노출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당연인정기준이라 명하고, 당연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반증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효과를 부여하였다. 

결국,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 확대되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을 서둘러 구체적 사례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당연인정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당연인정기준에 기재되지 못한 질병들 역시 가급

적 빠른 시일 내에 의학ㆍ역학의 연구결과와 판례에서 도출한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신속한 업무상 질병인정의 길(당연인정기준 정립)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역학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당연인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Hill 기준 등의 선진국 선행연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추정의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질병마다 당연인정기준이 하루 빨리 정립되

어야 한다. 지금의 상태는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사회적 당위성을 부여받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당연인정기준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근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시 판례로 축적된 질병인정기준과 역학연구결

과 역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역학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Hill기준에서 제시한 요

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역시 제시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재판례에서 채택한 ‘우월적 개연성 원칙’ 역시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당연인정기준 정립의 

과정은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과정과 다르며, 한 번의 완벽한 체제구축을 도모하



- 92 -

기 보다는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순서부터 우선적으로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여야 

하는데, ‘우월적 개연성 원칙’에서의 상대위험도 2 이상, 기여위험도 50% 기준은 

쉽고 빠른 당연인정기준 정립 수단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외에도 대법원 판결례를 유형화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질병명을 정기적으로 반영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당연

인정기준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정부주도하에 추정의 원칙 적용확대 방법(방향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껏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추정의 원칙’은 도입이 쉬운 근로복지공단의 실

무지침을 제정하는 형식 위주로 진행되었다. 일부는 종전 실무지침을 개정하지 않

고 새로이 지침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지침이 행

정소송시 법원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쩍은 부분이 많고, 피재근로자 권익보

호에 반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나아가 그나마 제정한 실무지침 역시 정작 통일된 규정을 갖추지 못하거나 산재

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은 등한시 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지침이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준을 설

정한 경우(소음성 난청)도 있고, 더러 실무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못한 경우

(현장조사)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난 2007년 산재법 개정을 돌이켜 볼 때, 잘

못된 개정방향은 실로 피재근로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향

후 근로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

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 확대하는 방법으로, 법ㆍ시행

령ㆍ시행규칙 등 현행 규정의 개정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내부지침)을 활용

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물론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과도기 시점에서 어

느 정도 부득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인정기준의 모습이 어는 정도 

가닥이 잡힌 경우에는 적어도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산재법이 배상책임에서 출발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점차 변화해온 모습을 

앞서 법 개정의 연혁을 살펴보고 알 수 있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보

험제도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ㆍ개정도 중요한 것일 테지만, 어쩌

면 적극적으로 재해를 인정하려고 하는 국가의 자세가 먼저일지 모른다. 추정의 원

칙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법 해석 및 법리에 따라 이룰 수 있었던 과정을 애써 외면

하려 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아울러 이미 도입된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제ㆍ개정된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도 지

켜지지 않는 실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를 제대로 시

행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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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020.3.2.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모든 가

치판단에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노동자에게 산재 보상을 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225) 

그러나 최근(2020년 11월 현재시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작 코

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

러 이는 피재근로자와 공단 직원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을 곁들이

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공단 직원의 재택근무와 교육연수

로 인하여 공단 업무는 반년이 넘게 멈춰있다. 아무런 전산시스템 구축도 없이 공

단 직원의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사실상 유급 휴가를 순번제로 실시하

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 피재근로자들은 기약 없는226) 업무처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227).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근로자가 사고로 넘어지고, 병들어 쓰러지고 있는데, 

‘추정의 원칙’이 결과론적으로 산재법 목적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닌) 진정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225) 근로복지공단, ‘ 『난청』인정기준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 2020.3.2.자 
보도자료.

226) (정확한 통계치가 공표되지 않아 수치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지금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속도가 
전무후무한 장기간 소요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27) 실무상 하루에 10번 이상 담당자에게 전화를 넣어도 안내문구만 반복해서 나올 뿐 담당자와 통화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 더구나 통화 연결음 넘어 어렵사리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담당
자는 재택근무 또는 반차를 사용하였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다. 실무에 있으면서 담당자와 만나거나 
소통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처음 겪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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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뇌심혈관 고용노동부 고시 업무시간 적용방식의 변화>

(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6. 7. 1. 일부개정]

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

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

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

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

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

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

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

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

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

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

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

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

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

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

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

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

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

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

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

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

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

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

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

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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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

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

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

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

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

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

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

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

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

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

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

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

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

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

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

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

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

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

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

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

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

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

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

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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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

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ㆍ정신적인 부

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

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

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

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상병명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경추간탈출증 용접원, 건설배관공, 형틀목공, 취부원
8년이상

(12개월 이내)

회전근개파열

형틀목공, 미장공, 주류ㆍ트럭상하차 배

달원,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원, 의장ㆍ

차체조립공, 조선용접ㆍ취부원, 급식조리

원, 고무제품 성형ㆍ압출원 등

9년 이상

(12개월 이내)

요추간판탈출증
용접공, 건설배관공, 중량물 작업자, 운전

원

10년 이상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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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개정 전후 비교 > 

돌봄노동
5년 이상

(6개월 이내)

반월상연골파열

용접원, 제품조립(사상)원, 건설업 또는 

광업종사자, 농립어업인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택배원, 이사 작업원
5년 이상

(12개월 이내)

수근관증후군

건축석공, 의류 제조ㆍ수선, 도장공, 정육

원, 미장공, 안마사, 용접원, 자동차정비

원, 조리사

2년 이상

(6개월 이내)

상과염
조리사, 조리사 보조원, 제빵원, 자동차조

립원, 택배원

1년 이상

(2개월 이내)

 2018.12.11 개정전(구) 현형 규정

5. 림프조혈기계 질병

2)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

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

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無形成)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

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

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

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

(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

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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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

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

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

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

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

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

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

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

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

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

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

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

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

한 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부비동

(副鼻洞)]암

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

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

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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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

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

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

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

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

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

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

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

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

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

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

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

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

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

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

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

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

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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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

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

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

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

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

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

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

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

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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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upational diseases and Presumption principles

Seong Gil Kim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On December 26, 2017, as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diseases for 

occupational diseases in attachment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ere revised, the so-called ‘Presumption 

Principles’ was introduced.

The Presumption Principles is that in judging whether or not to approve an 

occupational disease, if the work period/exposure amount meets the recognition 

criteria (Natural Recognition Criteria),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unless there is a disprove. Furthermore, even if the recognition criteria 

are not met, if the medical causal relationship is clear,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e approval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in occupational diseases has increased visibly. However, the 

question of how the Presumption Principles is made up of the theory and what 

prerequisites are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are not resolved. The main concern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is.

First of all, there are virtually no prior studies. As a researcher, thesis on the 

principle of acknowledging occupational diseases and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s adopted by the government up to the present time were summarized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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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as already established 

a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on," not 

"Reimbursemen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based on conflicting legal relations. In that it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zero-fault liability to protect workers in social danger,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was an occupational diseas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purpor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is is in line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 

theory of significant causality as the principle of acknowledging occupational 

diseases specified in the current law is valid. 

Under this premise,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7 (1) was reviewed, and the method of stipulating the main text and clues 

is at a level that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 conversion of the liability for proof 

has been recognized even if it is simply compared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arly days of introducing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lso revealed that it was trying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However, at some poi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reversed its position in the first place, saying that it 

was not a shift in the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but rather a relaxation.

With doubts about this, I looked at the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Presumption Principles’ was only a result of the natural logic that there was 

nothing new in jurisprudence and legal interpretation. In the e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is only th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dmitted that they were applying wrong laws in 

practice and said they would correct them.

As a researcher, I did not focus on whether the principle of estimation is new 

or not, but consequently, I had to focus on the result that the worker's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was relaxed and the industrial accident approval rate 

increased.

First of all,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nciple of estimation, the premi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must precede.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is the principle of recognizing causal relation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solves the problem of 

inadequate causal relations while simultaneously solving the quick and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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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of the injured workers.

Naturally, the discussion turns to how to establish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It was noted that although the occupational disease recognition standards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accumulated as precedents could be used as 

important grounds, it was very efficient to establish the natural recognition criteria 

by using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with specific medical validity. In 

particular, in the method of using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it is desirable to actively review prior stud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American Hill standard, which has been given social 

justification through long trial and error.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e of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at have been conducted under the government's guid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s practical guidelines 

was prioritized rather than the revision of current regulations such as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he idea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should be avoided in the future. Of course, it is not unclear to some 

extent that it is inevitable in the transition period in that it is easy to apply in 

practice. However, if the natural accreditation standard is on track to some extent, 

the specific accreditation criteria in Attached Tab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must be revised and 

reflected, even if it is not at least a law or enforcement decree. This is because 

it conforms to the legislative purport entrus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7 (5)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furthermore, it can prevent arbitrary administrat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protecti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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