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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안전보건
3부

6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철강 등 장치산업에서의

현대제철기업살인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충남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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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과 누출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기획의도

화학물질 사고대응, 지역사회 알권리로부터
현재순(일과건강)

1. 취지 및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 이후 계속된 화재폭발누출사고로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하였음.
○ 특히, 구미불산 누출과 화성 삼성불산 누출사고는 기존의 산재사망사고와는 달리 공장울타
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음.
○ 또한, 화학물질 사고원인과 관련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의 문제, 일원화되지 못한 화학물질관
리체계의 문제, 사업주의 안전보건인식수준 등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관련 대책논의들이 활발
히 진행되었음.
○ 특히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위험성의 사전적 인지 및 대처를 위한
‘지역 주민 알권리’와 관련된 법률적 제도개선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이 문제는 현행 법규(유해화학물질관리법)와 향후 적용 예정(2015.1월)인 화학물질관리법에
서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알권리를 일방적인 정보전달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있
고, 정보공개 대상과 내용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음.
○ 때문에 노동자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폐기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
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 법안이 필요함.
○ 이에 일과건강은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주목
하고 올 상반기 국내법안과 비교 검토하여 지난 9월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화학물질과 지역
사회알권리 보장’ 법안마련을 위한 내부 워크숍을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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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 지역사회알권리 법안의 필요성을 확대논의하고 알려낸다.
- 지역사회알권리 법안방향을 논의하고 입법안을 검토한다.

3.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

발제(30분)
· 발제① :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발제② : 지역사회 알권리 법의 제ㆍ개정 방향,『화학물질 관리법』개정안 – 임자운(변호
사)

▶

발표(30분)
· 발표1 :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 –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 발표2 : 지역사회 알권리와 공동결정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진센터실장)
· 발표3 : 법제화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 김종천(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
구위원)

▶

패널토론(30분)

▶

자유토론(30분)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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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Ⅰ. 서론
지난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부터 최근 2013년 12월 2일 당진 현대제철 고로가
스 질식 사고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일자

사고 물질

지역 및 회사

인명피해

2012.9.27

불화수소

구미, 휴브글러블

사망5명, 부상18명

2013.1.12

염화수소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없음

2013.1.15

불화수소

청주, (주)지디

부상1명

2013.1.27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사망1명, 부상4명

2013.2.6

염화수소

청주, 00호텔

부상2명

2013.3.14

가스폭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망6명, 부상11명

2013.3.22

염소가스

청주, SK하이닉스

부상4명

2013.4.5

염화수소

안산, 00전자부품회사

부상2명. 대피 20명

2013.4.15

염소가스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상6명

2013.5.2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부상3명

2013.5.6

불화수소

시흥, 시화공단

없음

2013.5.10

아르곤가스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질식

사망5

2013.5.18

불화수소

시흥, 트럭전복

70여명 긴급대피

2013.5.18

황산

군산, 배터리공장 황산 누출

없음

2013.11.26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현대그린파워)

사망1명, 부상 8명

2013.12.2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 고로 가스질식

사망1

표 1. 최근에 발생한 주요 가스누출 및 폭발 사고 요약

특히, 지난해 구미 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국가기관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이고, 주
변 공단에서 근무한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 법규의 한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알권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나면서 다시 한 번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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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알권리 문제다.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
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바로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감독 기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을 보면 사고대비물질(69종)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
어 있다. 즉, 형식적이나마 주민의 알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주민 고지 의무는 대상이 사고대비물질(69종)의 취급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고지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표1에
열거한 모든 화학물질 누출사고에서 그대로 확인되었다.
본 발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규(화학물질관리법 중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 알
권리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Ⅱ. 화학물질관리법과 지역사회 알권리
환경부의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보면 사고대비물질(69종)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즉, 형식적이나마 주민의 알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
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
전에 알려야 한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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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어 있고, 산안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장 내 작업자와 설비
의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인근 지역주민과는 무관한 것이어
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환경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2012년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가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2013년 5월
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 개정된 화관법은 현재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2014년 1월 중 입법예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알권리 규정과 관련된 항목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알권리 영역
1.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참여권

2. 사고 대응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 고지

화관법 관련 항목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3.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청구권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52조(자료의 보호)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4.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응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표 2.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지역사회 알권리 관련 규정 요약

개정된 화관법은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비해 상당 부분 지역사회 알권리 문제를 확대하여
다루고 있으나 알권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참여권 문제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
고 있다.
각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알권리 관련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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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학물질관리법의 지역사회 알권리 문제와 개정 방향
1.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참여권 문제
현행 화관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수립하
여 환경부장관 소속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관리계획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인근 지역의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특
성 등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만 되어 있는 화학
물질 관리 주체를 광역 단위 지방 정부(시ㆍ도) 혹은 필요에 따라 지역 단위 지방 정부(시ㆍ군
ㆍ구)까지 확대되어야한다(최소한 광역단위 지방 정부). 또한 법에서 규정한 화학물질관리위원
회도 지방정부까지 확대되고,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1986년에

제정된

미국의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에서는 법을 적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으
며, 주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서 실행 역할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알권리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각 지방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법 운
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참여권과 관계된 화관법의 주요 내용

주요 문제점

◼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환경부 장관이 매 5년 마다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
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
◼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지역사회
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

-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둠
표 3. 지역사회 참여권과 관계된 화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2. 사고 대응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 고지의 문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사고대비물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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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69종)을 취급할 때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그 내용을 1년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대응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응 계획 수립 대상 물질이 여전
히 사고대비물질로 한정되어 있고, 계획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급변하는 지역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알권리법(EPCRA)에서 규정한 비상대응 계획 수립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
으며, 물질 또한 고위험 물질 355종(Extremely Hazardous Substances, EHSs)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고대응 계획과 관계된 화관법의
주요 내용

주요 문제점

①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이 사고대
비물질(총 69종)과 일정 이상의 수량으로 한정
◼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되어 있음

-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 이상 취급하는

②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주기가 5년으로 되어

사업주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있어 급변하는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있음.
③ 고지의 주체가 정부(혹은 지방정부)가 아닌

◼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사업주로 되어 있어 정보 내용이 사업장 중심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으로 될 수 있음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주요 정

④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판단에 지역사

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회가 개입할 수 없음
⑤ 현재의 고지 방법으로는 인근지역주민 외에
일반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음

표 4. 사고대응 계획 수립과 관계된 화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3. 화학물질 정보 공개(배출량)의 문제
배출량 공개 대상 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 의
한 보고대상 물질은 총 415종으로 Ⅰ그룹 16종은 연간 1톤 이상, Ⅱ그룹 399종은 연간 10톤
이상 사용으로 되어 있으나 더 확대되어야 한다(미국은 650종 이상 이며, 사용량도 매우 적은
수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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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된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전히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
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고, 설령 자료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통계조사 결과만 공개하도
록 되어 있어 지역 지역주민들이 자료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관계된 화관법의 주요 내용
◼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
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주요 문제점

① 공개대상 물질과 사
용량이 여전히 한정되
어 있음

◼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② 각종 통계자료는 지

- 환경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역 주민의 자료 접근성

장에 대한 배출량 조사

이 매우 취약하여 전문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어려움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

③ 정보공개 제한조치

◼ 제52조(자료의 보호)
-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
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할 수 있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
고 자의적인 해석이 문
제될 수 있음

표5.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관계된 화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4. 사고 발생 시 대응 문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통보되어야 할 대상이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내 작업자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다. 그러나 규정에 의한 통보 대상을 보면 관계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관계기
관 통보와 동시에 적절한 피난 장소 및 대피 방법 등 주요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에게도 동시에
통보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 통보 대상에도 학교나 병원과 같이 화학물질 누출의 취약계층은 빠져 있어 보
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화학물질 사고발생 대응과 관계된 화관법의 주요 내용
◼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주요 문제점
① 사고 발생 신고 대상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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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

주민에게 곧바로 통보하

음

는 내용이 없음

◼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고와 관련된 영향조사
를 실시

②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음

- 이를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
성·운영할 수 있음
표5. 화학물질 사고발생 대응과 관계된 화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Ⅳ. 결론
지금까지 개정된 화관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알권리와 관계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가장 중
요한 핵심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사고 대응과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
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좀 더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검토되기를 바라며, 향후 지역사회 알
권리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알권리법 제정 혹은 현행 화관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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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알권리법의 제ㆍ개정 방향
ㅡ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임자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1.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관련
가. 현행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
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
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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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
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문제점
1)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 없음
2) 계획 수립의 주기(5년)가 화학물질 사고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길다.
다. 개정안

▶

개정 취지

1)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의 주기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관리 계획을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기본계획)과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계획(비상계획)으로 이분(二分)하여, 각각 5년, 1년 주기로 함.
2) 지역사회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가. 화학물질 관리 주체를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 지방 정부(시ㆍ도), 지역 단위 지방 정부(시
ㆍ군ㆍ구)로 삼분(三分).
단 지역단위 지방 정부에서는 관할 지역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권 요구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곳에 한하여 별도의 기본계획과 비상계획을 수립하
도록 함.
나. 광역 지자체(시ㆍ도)와 지역 지자체(시ㆍ군ㆍ구, 단 위와 같이 일부 필요지역에 한정)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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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가 지자
체 단위의 기본계획과 비상계획의 심의, 위해관리계획서 심의, 지역주민에 공개되는 정보의
가공, 정보공개 여부 심의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 단 광역단위 위원회는 지역단위 위
원회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기능하도록 함.

▶

개정안 내용

1) 전국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시책 수립 의무를 별도 규정
현행

개정안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생략)...

...(생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
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광역 지자체 장에게 광역별 기본계획 및 비상계획에 대한 수립 의무 부과
개정안(신설)
제6조의 1(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광역별 기본계획)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장은 5년 마다 관할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 계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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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하 “광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의 1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광역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광역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 중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 도의 장은 광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역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2(화학물질사고에 관한 광역별 비상대응계획)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장은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
획(이하 “광역별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별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 중 동조 제3항 제6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시책의 수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4에 따른 지역별 비상계획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광역별 비상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의 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광역별 비상계획의 수립ㆍ시행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일부 지역 지자체 장에게 지역별 기본계획 및 비상계획 수립의무 부과
개정안(신설)
제6조의 3(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지역별 기본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
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
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ㆍ수입ㆍ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총합
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2. 시ㆍ군ㆍ구의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청구하는 경우
3. 시ㆍ군ㆍ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지역 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한 경우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1항의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의 2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역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군ㆍ구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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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4(화학물질사고에 관한 지역별 비상대응계획) ① 제6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하 “지
역별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공개에 관하여는 제6조의 3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광역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광역 지자체 장에게 광역별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개정안(신설)
제7조의 1(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광역위원회) ① 모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
하 “시ㆍ도”라 한다)는 광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
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광역위원회(이하 "광역별 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광역별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의 장이 임명한
다.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시ㆍ도 의회 의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방환경관서, 지방소방관서, 지방교육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④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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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지자체 장에게 지역별 관리위원회1) 설치 의무 부과
개정안(신설)
제7조의 2(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지역위원회) ①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
군ㆍ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할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지역위원회(이하 “지역별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별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군ㆍ구의 장이 임
명한다.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방환경관서, 지방소방관서, 지방교육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④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가. 현행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
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
※ 개정안에서 광역별ㆍ지역별 관리위원회의 권한
광역별ㆍ지역별 관리계획의 수립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는 과정(정보가공)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주민(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주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
위해관리계획서의 적법여부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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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6의1②, §6의2③,
§6의3②, §6의4③)
자문(§41⑤,⑧)
심의(§12의1⑤,⑥)
심의(§41⑤,⑧)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과정(정보가공)

자문(§42③)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요구ㆍ참여(§45③,④)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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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나. 문제점
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이 사고대비물질(총 69종)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2) 고지 내용 중에 대상물질의 제조, 사용 및 배출량 정보가 빠져 있음
3) 위해관리계획의 내용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변화나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경되도
록 하는 규정 없음
4)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판단에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없음
5) 현재의 고지 방법으로는 인근지역주민 외에 일반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음
다. 개정안

▶

개정 취지

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확장하고, 위해관리
계획서에 취급량과 배출량 까지 기재하도록 함.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의 변화나 인근 거주 주
민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하도록 함.
2)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역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함.
3) 시ㆍ군ㆍ구의 장이 위해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함. 정보 가공시 지역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고지대상 정보에 취급량ㆍ배출량이 포함되
도록 확대. 개별적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도 일반 시민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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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독물질

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

과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

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

하여야 한다.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

1. 취급하는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보

취급량, 배출량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장비의 보유 현황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

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

4.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

자 현황

임자, 작업자 현황
...(생략)...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③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

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한 자는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에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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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1.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한 경우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을 신규로 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

조 및 사용하는 경우

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의 배출 시설

⑤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로부터 반경 3.2km 이내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조성되어 500 가구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경우

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
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ㆍ
군ㆍ구(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장이 속한 시ㆍ군ㆍ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역별 관리위원회(제7조의 2에서 정한
지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제5항에 따라 지역별 관리위원회가 부적합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해야한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⑦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⑧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속한 시ㆍ군ㆍ구에 지역별 관리위원회가 없는 경
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의 ‘지역별관리위원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별 관리위원회(제7조의 1에
서 정한 광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환경

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

부장관은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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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
학사고 위험성

한다.
1.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생략)...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배출시설의 명칭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과 위치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위험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4.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으로 정한다.

5.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6. 기타 건강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전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속한 시ㆍ군ㆍ구를 의미한다. 이하 같
다.)를 관할하는 지역별 관리위원회(제7조의 2에
서 정한 지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
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별 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
할하는 광역별 관리위원회(제7조의 1에서 정한 광
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
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사
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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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 정보 공개(배출량) 관련
가. 현행법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
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
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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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
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화학물질 취
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
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
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
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
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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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나. 문제점
1) 사업장별로 배출량정보 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자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
여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움
2) 공개대상 물질과 사용량이 여전히 한정되어 있음 [*보고대상 물질(총 415종) : Ⅰ그룹 16
종은 연간 1톤 이상, Ⅱ그룹 399종은 연간 10톤 이상 사용 (미국은 650종 이상)]
3) 정보공개 제한조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음
4) 기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다. 개정안

▶

개정 취지

1)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의 예외사유와 유사한 예외규정을
둠.
2) 환경부장관은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이 제출한 모든 정보와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의 결과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함. 이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한 제한사유가 적용
안 됨.
3) 지자체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해당 사업장 인근 지
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정보 가공시 지역별 관리위원회(지역별 관리위원회가 없는 지역
에서는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지자체 장이 지역주민 일반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 사
유(제12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받음. 다만 정보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 자문기구인 지역별 관
리위원회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
4) 지역 주민이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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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인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지자체 장이 비공개 결
정을 하려면 지역별 관리위원회(지역별 관리위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개정안 내용

1) 비공개 사유에 대한 제한
현행

개정안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

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생략)...

...(생략)...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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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
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2)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호
개정안(신설)
제12조의 1(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지역사회 고지)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
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배출시설의 명칭과 위치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4.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5.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6. 기타 건강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시ㆍ군ㆍ구의 장이 전 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지역별 관리위원회(제7조의 2에서 정한 지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이 거주지 인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의 장이 전 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불승인은 최종적인 공개 결정으로
본다.
⑥ 지역별 관리위원회가 없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제2항의 고지와 제5항의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는 제3항과 제5항의 ‘지역별 관리위원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별 관리위원회’(제7조의 1에서 정
한 광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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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발생시 대응 관련
가. 현행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
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
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
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
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
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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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문제점
1) 사고 신고를 관계기관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에게 곧바로 통보하는 내용은 없음,
가장 긴급하게 통지되어야 할 대상은 소방관서와 지역 주민임
2)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음
다. 개정안

▶

개정 취지

1) 지자체 장이 화학사고 발생 고지를 받으면 즉시 지역별 관리위원회(지역별 관리위원회가 없
는 지역에서는 광역별 관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역별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영향을 조사함에 있어 지역별 관리위원회(지역별 관리위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광역별 관리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가 있으면 환
경부장관은 지역위원회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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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내용

1) 지역주민에 대한 사고 통보
개정안(신설)
제43조의 1(화학사고 발생고지) 시ㆍ군ㆍ구의 장이 전 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별 관리위원회(제7조의 2에서 정한 지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다만 지역별 관리위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제7조의 1에서 정한 ‘광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
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별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2. 대피가 필요한 범위와 구체적인 대피 요령
3. 개인보호 방법
4. 급성 영향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5. 기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영향 조사 참여
현행

개정안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

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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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다.
...(생략)...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

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별 관리위원회
(제7조의 2에서 정한 지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
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 장관에게 전 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
역별 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별 관리위원회
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지역별 관리위원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별 관리위원회’(제7조의
1에서 정한 광역별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본다.

5. (참고) 계획 ㆍ 위원회 정리
가. 화학물질 관리 계획
명칭

주요 내용
수
립
ㆍ
주
기

화학물질의 관리에

등

관한 기본계획
심
의
내
용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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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①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00% 이상 증가한 경우
2.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신규로 제조 및 사용하는 경우
3.인근 지역의 거주 인구가 00명 이상 증가한 경우
§6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
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명칭

주요 내용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
기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 §6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
립 §6의1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ㆍ 의 장은 5년 마다 관할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
주 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기
심 §6의1②시ㆍ도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7조의 1에
의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광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6의1③ 광역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광역별 기본계획 내
(광역별 기본계획)
용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 중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의2④시ㆍ도의 장은 광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 공개하여야
타 §6의2⑤그 밖에 광역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수
화학물질 사고에 관한 립 §6의2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
광역별 비상대응계획 ㆍ 다)의 장은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비
주 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광역별 비상계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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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요 내용
심 §6의1③ 광역별 비상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의 1 제2항(광역별 관리위원회
의 의 심의) 규정을 준용.
§6의2② 광역별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
용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 중 동조 제3항 제6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4에 따른 지역별 비상계획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의2④ 광역별 비상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의 1 제4항(공개)의 규정을 준용

기
타 §6의2⑤그 밖에 광역별 비상계획의 수립ㆍ시행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①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
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
출
ㆍ
주
기
ㆍ
내
용

1. 취급하는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및 유해성
정보
2.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
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②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위해관리계획서
§41③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자는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사

1.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정

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을 신규로 제조 및 사용하는 경우

변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물질의 배출 시설로부터 반경 3.2km 이내

경

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500 가구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경우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적
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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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

명칭

주요 내용
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⑤ 환경부장관은 전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
부에 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지역별 관리위원회(또는 광역별
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의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제5항에 따라 지역별 관리위원회가 부적합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해야.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기 §4⑦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2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
역주민에게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
지하여야.
1. 취급하는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유해성정
고
지

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③ 환경부장관이 전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지
역별 관리위원회(또는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나. 화학물질 관리 위원회
명칭

주요 내용
설
치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7①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7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구 으로 구성.
성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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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요 내용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④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7⑤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기
타

⑥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7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설
치

§7의1① 모든 시ㆍ도는 광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할 구역 내에서 취
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광역위원회를 둔다.
§7의1② 광역별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③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광역위원회
(광역별 관리위원회)

구
성

에서 시ㆍ도의 장이 임명.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시ㆍ도 의회 의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방환경관서, 지방소방관서, 지방교육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7의1④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기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타 ⑤ 그 밖에 광역별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
§7의2①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지
설 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할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
치 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지역위원
회를 둔다.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지역위원회

§7의2② 지역별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지역별 관리위원회)
구
성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③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시ㆍ군ㆍ구의 장이 임명.
1. 주민대표 혹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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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요 내용
2.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방환경관서, 지방소방관서, 지방교육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7의2④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기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타 ⑤ 그 밖에 지역별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

다. 기타

▶

참고자료

※ ‘화학물질관리위원회(現제7조)’ 주요 내용
- 환경부장관 소속
-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or위촉
- 위원은 관련 전문가, 업계 대표,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or위촉
- 재정 과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임의).
- 그 밖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화학물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심의(제6조)
- 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둔다(제12조 제3항).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제4조)’ 주요내용
- 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 관리계획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및 사고대응 계획/유해화학물
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보하여야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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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제6조)’ 주요 내용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이행상황,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그 밖
에 도지사가 유해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는 사항을 자문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도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유해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관리 담당국장, 고압가스 담당국장, 위험물관
리 담당국장, 유해화학물질 관련 측정ㆍ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경기도 지역협의회(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제15조)’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
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지역주민 대표/사업장 관계자/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협의회 구성.
-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입지선정위원회(폐촉법 제9조)’ 주요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
지 선정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함.
-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이 타당성 조사.
- 선정위는 타당성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 선정된 입지의 부지 변경 등을 할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폐기물처리시시설 설치주체, 입지선정지역
(범위)에 따라 정원을 달리하여, 환경부 공무원,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시·도의회
의원, 시·도 공무원,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시·도지사가 선정한 전문가, 주민대표
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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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

정남순(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1. 화학물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 화학물질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기본계획 수립주기가 5년인 것은 지나치게 장기이므로 기본계획과 비상계획을 이분하
여 각각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도 5년, 1년으로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
여 두 개의 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비상대응계획을 1년 단위로 재수
립하게 하는 것 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과 취급 화학물질의 변동 등 사정변경을 반
영하여 실질적인 대응계획이 되도록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①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그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변경계획수
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대부분의 법률의 경우 장기계획의 경우 구체적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천법 참조)

하천법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
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7조를 근거로 하고 하특
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지역의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
일과건강

45

상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
앙정부가 대응계획 수립과 관련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아래 표 대기환경보전법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
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
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
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
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시
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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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화학물질 정보 공개 관련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실현의 위해서는 ‘어떤 화학물질’은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현행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정보 획득의 방법, 정보 내용 및 정보의 공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정보획득경로

화학물질 제조
등 보고
(화평법)

대상
신규화학물질,

정보

권한

자료의 보호
(공개의 제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
물질 제조 수입 판매

화학물질의 용도, 양
화학물질의 명칭, 유

하는 자

해성 등의 정보 공개
1.

신규화학물질,

연간

화학물질 등록

1톤 이상 등록대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수입하는 자

제조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자료 제출한 자가 비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

밀 보호를 위해 요청

식·구조식

시 비공개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환 경 부

3. 화학물질의 용도

장관(혹

● 총칭명 사용 가능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

은 지방

(“총칭명”(總稱名)이란

시

환 경 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

서)

화학물질의

본래의

적 특성

이름을 대체하여 명

6. 화학물질의 유해성

명한 이름을 말한다)

7. 화학물질의 전 과정에서

유독물인 경우 총칭

취급방법과

명이 아닌 화학물질

노출통제·관리

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

명칭 고시해야

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
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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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
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화학물질 통계

화학물질 취급 현황,

조사(화관법)

취급시설

2년마다 통계조사
사업장별로 공개
비공개:
1. 공개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에 현저

유독물

한 지장을 초래할 것

관찰물질

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급제한금지물질

2. 조사 결과의 신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
오염물질중

배출량 조사

질,

(화관법)

화학물

휘발성유기화학

물.

성이 낮아 그 이용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과정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

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

수생태계법 수질오염

과 관련되어 일부 조

물질중 화학물질

사 결과를 공개하지

을 취급하는 사업장

아니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비
공개 가능)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 심의)

유해 화 학물 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

에 관한 법률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

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
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

제조업, 판매업, 보
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중에 사용하
는 경우)

다) 화관법

원칙적 공개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적합판정 검사결

7. 법인·단체 또는 개

과서

인(이하 “법인등”이라

사고물질의 위해관리계획서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등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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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
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
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
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실현의 위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
하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함.
- 그런데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유해성 정보는 화평법에 따라 공개되지만 이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과 관련한 정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
공개만 있음. 또한 배출량 정보의 공개대상 물질과 사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정보공개 제
한은 그 범위가 넓음. 그런 점에서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의
예외사유와 유사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은 정보 공개의 제한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개정안에 동의함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위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원칙 비공개 예외적으로 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결국 정보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지속적인 정보공개 청구 및 이에 대한 법적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 병행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제도적 방안 마련으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알권리 구현의 방법으로 공시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필요 있음. 공시는 국민의 열람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2)
2) 위 법률은 공개와 공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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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3)의 교육공시, 자본시장법 기업공시).
- 한편 위 표에서 보듯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모두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지자
체가 이들 정보에 접근 및 활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환경부장관이 조사과정에
서 사업장이 제출한 모든 정보와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의 결과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
체에 전달하게 한 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 할 것임.
- 화학물질 사용(취급) 사업장을 확인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화학물질 영업허가시관
련 정보라 할 수 있음.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영업허가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있어 정작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자료(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한
이 없는 상태임. 다만 화학물질관리법4)(제28조)은 유해하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2.“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
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3) 위 법률에 따른 공시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음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
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
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
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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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은 소방서장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음. 허가 및 변경허가 관련 사항 고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킬 필요 있음

3. 사고발생시 대응 관련
현행 법률은 사고 신고를 관계기관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

는 것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함
다만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
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특히 신속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까지 지역관리위
원회를 거쳐 주민에게 고지되는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일과건강

51

지역사회 알권리와 공동결정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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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김종천(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Ⅰ. 미국의 비상계획 및 공동체알권리법의 입법배경
미국 환경법제에서 화학물질 사고 대응 관련 대표적인 법률은 1986년의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이다.5) “비상계획 및 공동체 알권리법”으로 해석이 가
능한 동 법률은 (이하 “EPCRA”) 1984년 인도 보팔시의 유니언카바이드(Union Carbide) 사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다. 동 사고는 1984년 12월 3일 새벽 인도 보팔시에 위치한 유니
언

카바이드

사가

운영하는

비료공장에서

40여

톤의

메틸

이소시안염

(M.I.C:Methyliso-cyanate)이 누출되어 하룻밤 사이 약 2천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6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최악의 화학물질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보팔시 전
체 인구가 75만 명임을 감안하면 동 사고는 보팔시 전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하여 규모가 클
뿐 아니라 2천명의 사망자 외 부상자 중 5만 명이 영구적 장애자가 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하였다.
무색무취의 독성물질인 메틸이소시안은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로서 미량으로도 사람의 폐와 눈
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를 일시에 파괴하는 독극물이다. 누출 사고
의 원인은 저장탱크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밸브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 사는 사고 보고서에서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밸브 파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하였던 것도 주된 사고원인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발생 시 조기경보체제가 작동하지 않아 지
역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점이며, 사고 후에야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
장에서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동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유니언커바이드사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앤무어에 소재하고 있었으
나, 인도에 진출하여 인도 정부와 50%의 지분으로 해당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 사고는 미국 전역에도 큰 파문을 야기하였다. 다국적기업의 관리감독 문제 외에 미국 국내
에 소재하고 있는 유독화학물질 제조, 사용 및 보관 업체에 대한 사고 대응대비 체제를 강화하
여 대형사고의 예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6) 이에 연방의회는 2년여 간의
5) Pub. L. No. 99-499, §§ 301-330, 100 Stat. 1728 (codified at 42 U.S.C. §§ 11,001- 11,050 (1988)).
6) 동 사건을 계기로 웨스트 버지니아 앤무어의 유니언카바이드 본사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도 재조명을 받았는데, 해
당 사고 역시 관리자의 관련 부처에 때늦은 사고 통지 및 해당 공장에서 보관 및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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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끝에 1986년 EPCRA를 제정, 기존의 CERCLA의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SARA)에 추가하였다.7)
EPCRA는 미국 환경법제 중 가장 대규모 규제체제로, 미국은 동 법률을 통해 유독화학물질 사
고 대응 비상계획체제를 구비하기 시작하였다. 미 의회는 EPCRA 제정 목적을 첫째, 지역 공
동체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생산 및 배출 관련 정보를 지역공동체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둘째, 유해화학물질 사용 생산 시설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적용할
구체적인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8)
EPCRA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의 기본 골격을 구비하고 있다.
- 비상시 긴급계획 수립 및 통지
- 긴급배출 통지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통지
- 공동체 알권리 보고
- 유해화학물질 배출 보고
그리고 해당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하루 $25,000의 벌금, 민사상 무과실책임 등 민형사상의
엄격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Ⅱ. 미국의 비상계획 및 공동체알권리법률의 주요 내용
1. 긴급계획(Emergency Planning) 수립
(1) 긴급 계획 수립 주체
심각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상황시 긴급대응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EPCRA를 통해 마련하였다.9) 그
리고 그 청사진 내에서의 긴급대응체제의 실행을 담당할 주체로서 EPCRA 제301조 (a)는 각
주정부에게 주 긴급대응위원회(State Emergency Response Commission: 이하 SERC)을 설치하
확한 재고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화학물질 관리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Jayne S.A. Pritchard,
Comment, A Closer Look at Title III of SA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6 PACE ENVTL. L. REV. 203, 203 (1988). ;Carbide Accident May Speed Controls, Right-To-Know
Emergency Response Rules, 1 Toxics L. Rep. (BNA) No. 16, at 635 (Aug. 16, 1985); see also Bhopal Update:
India, U.S. Still Grapple with Effects, CHEMICAL & ENGINEERING NEWS, Jan. 21, 1985, at 4.
7) Pub. L. No. 99-499, §§ 101-213, 100 Stat. 1613 (codified at 42 U.S.C. §§ 11,001- 11,005, 11,021-11,023,
11,041-11,050 (1988)).
8) EPCRA § 101, 42 U.S.C. § 11,0001 (1988); Steven J. Christiansen & Stephen H. Urquhart, 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 of 1986: Analysis and Update, 6 B.Y.U. J. PUB. L. 235, 236
(1992).
9) EPCRA § 301, 42 U.S.C. § 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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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하여 그 임무를 맡기고 있다.10) 각 주의 주지사는 SERC를 구성할 위원들을 임명하
여 SERC를 구성하고 주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되 주지사에게 직접 보고케하는 등 주
지사가 직접 통솔하도록 하고 있다.
SERC 외에도 동 법은 주 산하 지방자치 단체에 지역긴급계획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s: 이하 LEPCs)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의 관계는 SERC가
LEPCs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들과 함께 지방에서 발생한 긴급사태에 협업하도록 하고 있다.
SERC가 LEPCs 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 해당지역 사회의 특정직군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선출공무원; 치안, 소방, 법률, 구호, 보건, 환경, 병원 및 운송 관련 인
사; 방송 및 언론 관련 인사; 및 EPCRA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소유
주 및 운영자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 실질적으로 긴급사태시 초등단계의 대응은
LEPCs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LEPCs는 지역의 긴급사태시 출동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인원들로 구성되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대부분 군수, 시장 등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LEPCs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계
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12)
(2) 긴급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SERC 또는 LEPCs가 긴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생산 및 보관하는 시설들이 어떠한 화학물질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EPCRA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
학물질 관리 시설업자에게 유해화학물질재고표(hazardous chemical inventory form)를 작성하
여 지역 내 LEPCs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LEPCs는 이를 지역 주민들에
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13)
제출되는 정보는 각각의 화학물질별 해당 시설 내에 작년 기준으로 연간 및 일일 비치되어 있
는 최대량을 포함한 일반적 성격을 기술하여야 하는데, 일반적 성격이란 해당 화학물질의 화학
기호 및 화학분류체제 상의 대분류 정도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다.14) 그러나 제출된 정보에 근
거하여 SERC, LEPCs 또는 지역 소방부서가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보다 구체적인 정보, 예컨대 각 유독물질의 이름, 양, 보관방법, 구체적인 위

10)
11)
12)
13)

EPCRA § 301(a), 42 U.S.C. § 11,001(a).
EPCRA § 301(c), 42 U.S.C. § 11,001(c).
EPCRA § 303(a), 42 U.S.C. § 11,003.
EPCRA § 312, 42 U.S.C. § 11,022; EPCRA § 303(d), 42 U.S.C. § 11,003(d). EPCRA § 324, 42 U.S.C. §
11,044. 해당 정보 중 각 화학물질에 대한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LEPCs 외에도
SERC 그리고 지역 소방서에게도 제출되어야 한다. EPCRA § 311(a)(1), 42 U.S.C. § 11,021(a)(1).
14) EPCRA § 312(d)(1), 42 U.S.C. § 11,022(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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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를 요청받은 해당 시설을 이를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15) 시설업자에게서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긴급대응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정확성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PCRA는 해당 정보의 미제출 및 허위사실
제출 등 동 법상의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일 최대 벌금 $25,000에 처해지며 해당 사건
은 연방법원에서 제소되어 처리되는 등 엄격한 책임을 소추하고 있다.16)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LEPCs는

지역

“종합긴급대응계획”(Comprehensive

Emergency

Response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17) 해당 계획은 유출 및 폭파 등 제 상황을 전제로 하여
각 상황별 응급조치계획 및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 및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의 피난 및 소산계획(evacuation)이 중심이 되며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로
서 현장에서 대응팀이 대처할 사고대비 물질의 유해성 방지책, 방제 시설 및 장비, 대응팀의
인력 및 구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계획은 경찰서, 소방서, 보건담당부서 및 언론 등
관련 기관에게 배포되어 비상시의 각개 대응 및 주민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18)

2. 긴급배출 통지;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통지
EPCRA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설 사업자에게 유독물질이 사고로
인해 배출된 사실을 지역 공동체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9) 유독화학물
질 관련 시설 사업자는 CERCLA에 의해 유독 물질 또는 극도의 유독물질(hazardous or
extremely hazardous)로 등재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보고대상을 초과하여 배출된 경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 통지의 방법은 긴급 상황이므로 배출 시 즉각적으로
전화, 무전 및 직접 사람이 방문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배출사고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 서류
보고 역시 취해져야 한다.21) 긴급 통보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출된 화학물질의 명칭, 배출된 양, 배출된 시간 및 기간, 대기, 하천 등 배출 매개체, 예상되
는 보건상의 위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의 응급 치료법, 배출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법, 시
설 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22)

15)
16)
17)
18)
19)
20)

EPCRA § 312(d)(2), 42 U.S.C. § 11,022(d)(2).
EPCRA § 325(b)(1)-(2), 42 U.S.C. § 11,045(b)(1)-(2).
EPCRA § 303, 42 U.S.C. § 11,003.
EPCRA § 301(c), 42 U.S.C. § 11,001(c).
EPCRA § 304, 42 U.S.C. § 11,004.
EPCRA § 304(a), 42 U.S.C. § 11,004(a). 유독 물질 또는 극도의 유독물질의 목록 및 보고 대상의 양은 시행령이
라 할 수 있는 CFR에 나열되어 있다. 40 C.F.R. § 355 app. A (1992); 40 C.F.R. § 302.4 (1992). 해당 목록은
부록 5 참조.
21) EPCRA § 304(c), 42 U.S.C. § 11,004(c).
22) EPCRA § 304(b)(2), 42 U.S.C. § 11,004(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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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통지의 의무는 지역 주민의 보건 및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의무의
위반은 형사처벌대상으로 일일 벌금 최대 $25,000, 상습적으로 위반인 경우 일일 벌금 최대
$75,000까지 처해질 수 있다.23) 보고 대상 시설들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배출시 즉각적
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유독 물질 또는 극도의 유독물질(hazardous or extremely hazardous)의
목록이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는 이유로 자주 변경되어 보고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우리나라의 080 전화와 같은 무료발신 전화인 800 번호(1-800-535- 0202)
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유출된 물질이 보고대상인지를 확인해주고 있다.

3. 유해화학물질 배출보고
SERC 및 LEPCs가 작성하는 긴급계획 외에 EPCRA는 특정 제조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매년 당해 시설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양 및 배출량을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24) 만일 특정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생산 및 사용하는 경우 모든 유해배출에 대
해 보고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물질과 그 양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25) 시행령의 대상 시
설을 일견하면 10명 이상의 full time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기재된 302개의 화
학물질을 25,000 파운드 이상 생산 또는 보관하거나 10,000파운드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
체가 보고의무자 대상이 된다.26) 연방정부 소유의 시설 역시 해당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하

나 세탁소, 공공에너지시설,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주유소, 농장 및 자동차 등은 면제 대상이
다.27) 보고는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경로 (예를 들어 대기로 증발, 소각, 하수처리장 또는 공공
수로로의 배출 등), 사용 후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배출양
식(Form R)을 통해 하여야 한다.28) Form R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국가차원의 수집, 데이터베
이스화 되어 유독배출표(Toxic Release Inventory: TRI)를 구성하게 된다. 해당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다.29)

4. 공동체 알권리 보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는 시설 내에 보관 중인 모든 화학물질 중 OSHA 유해 통보기준에 의
해 규율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를 작성하여 SERC, LEPCs
및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30) 시설들은 MSDS 제출 대신 해당 시설에 보관 중인 모든
23)
24)
25)
26)
27)

EPCRA § 325(b), 42 U.S.C. § 11,045(b); EPCRA § 325(b)(2), 42 U.S.C. § 11,045(b)(2).
EPCRA § 313, 42 U.S.C. § 11,023 (1988).
40 C.F.R. § 372.65 (1992).본 보고서에 수록된 부록 4 화학물질 목록 참조.
EPCRA § 313(f)(1), 42 U.S.C. § 11,023(f)(1).
Emergency Planning: Group Questions Manufacturers’ Report of 11 Percent Reduction in Toxic Releases, 23
Env‘t Rep. (BNA) No. 18, at 1318 (Sept. 4, 1992)
28) EPCRA § 313(a), 42 U.S.C. § 11,023(a).
29) EPCRA § 313(h), 42 U.S.C. § 11,0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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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목록과 유해정보를 제출하여도 된다.31) 공동체알권리보고 대상 시설은 1단계 재고
표(Tier I inventory form)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1단계 재고표에는 해당 시설 내에 작년 기준
으로 연간 및 일일 비치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최대량 및 보관 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
다.32) LEPCs가 해당 시설이 보관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2단계 재고표 (Tier II inventory form)를 요청할 수 있으며 2단계 재고표에는 각 유독물질의
이름, 최대 보관량, 일일 평균보관량, 보관방법, 구체적인 위치 및 제 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보
관 장소를 공개하는지 여부 등이 기재하도록 되어있다.33) 1단계 및 2단계 재고표의 2012년도
양식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부록 1 및 2참조) EPA는 1단계 재고표 미제출시 일일 벌금을
최대 $25,000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연방법원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34) EPA 외
에도 SERC 및 LEPCs 역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시민소송
(Citizen Suit)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반시설 소유자 또는 운
영자가 일일 최대 벌금 액수를 국고에 납부할 것을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Ⅲ.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고지제도
1.「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상의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
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경우: 환경부장관
2.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30)
31)
32)
33)
34)

88

EPCRA
EPCRA
EPCRA
EPCRA
EPCR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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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a)(1), 42 U.S.C. § 11,021(a)(1). 동 양식은 첨부하는 부록 3 참조
311(a)(1)-(2), 42 U.S.C. § 11,021(a)(1)-(2).
312(a)(1), 42 U.S.C. § 11,022(a)(1); EPCRA § 312(d)(1), 42 U.S.C. § 11,022(d)(1).
312(d)(2), 42 U.S.C. § 11,022(d)(2).
325(c)(1), 42 U.S.C. § 11,045(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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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
전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기준, 제출방법 등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이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맞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
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22조 내지 24조상의 자체방지계획의 대상․면제․고지
대상
제22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대상)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3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23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면제 대상)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
상계획을 제출한 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
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그 밖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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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상의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37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2. 방제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4.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5.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
계획(疏散計劃)
6.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 영업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③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중 취급 수량의 증가로 영 제22조에 따른 수량 이상을 취급하게 되어 자
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량·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경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2. 보관·저장시설의 증가에 따른 경우: 증가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 및 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⑦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6항에 따른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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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제9조상 인근주민에
대한 고지
제9조(인근주민에의 고지) ① 규칙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②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주민에의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면통지
2. 개별설명
3. 집합전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시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의 성명·직책·전화번호(비상
연락처를 포함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제2항에 의한 고지 이외에도 인근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
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
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Ⅳ.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상 고지제도
1.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상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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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
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
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
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상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관련”
제5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 대상이 되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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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서는 별지 제62호서식과 같다.
②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해야 하는 자가 해당 고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1.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서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 방법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2. 개별설명 후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집합전달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고지방법 이외에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일간신문
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ㆍ면사
무소, 통반장을 통해 대표 전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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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상 별지 제62호 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0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취급
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
위험성

영향 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경보
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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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 화학물질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는 체계가 없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고, 5년이라는 기본계획수립 주기가 화학물질 사용량의 변화나 주거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점에서 예외규정으로 (ⅰ)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00% 이
상 증가한 경우, (ⅱ) 2. 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신규로 제조 및 사용하는 경우, (ⅲ) 인근 지
역의 거주 인구가 00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대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으로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계획”, “광역지자체에게 광역별 비상계획 수립의무 부과”,
“일부 지자체 장에게 지역별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계획”, “광역지자체에게 광역별

비상계획 수립의무 부과”, “일부 지자체 장에게 지역별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에 관한 규
정은 행정안전부 소관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장 안전관리계획의 장에 제22조(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
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규정과 충돌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안전관리 총괄부서인 안전행정부장관의 동의 또는 국무총리
의 조정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와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시에 단서조항으로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 하는
경우 등 6개월 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기간
은 5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단서규정을 삽입하고 있는 입법
모델은 없다고 판단됨

2.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평가 관련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으로 사고대비물질(69종)과 일정이상의 수량으로 한정
되고 있다는 점과 고지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고
지 내용 중에 대상물질의 제조, 사용 및 배출량 정보가 없고, 인근주민외에 일반 시민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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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접근권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적시하고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독물질에는 독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 유독물질 중에도 독성이
강한 것은 사고대비물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제공을 “정부”가 하느냐, “사업자”가 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국민에게 사업자가 제공하
는 정보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판단됨. 즉 국가가 사업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영업비밀)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규제로
여겨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정보의 내용을 하도록 하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고지의 내용 중에 대상물질의 제조, 사용 및 배출량 정보가 빠져 있다고 하는데, 대
상물질의 제조, 사용 및 배출량의 경우에도 영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
외하고 향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에 “사용량 또는 배출량”을 적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연간 사
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 현재 고지의 방법으로 인근지역주민 외에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
됨. 이에 따라 고지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소의 남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음으로 고지
의 방법으로 인근주민지역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
에 관한 특별법」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야 할 것임

3. 화학물질 정보공개(배출량) 관련
○ 사용량 또는 배출량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운영),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52조(자료의 보호)에 규정을 하고 있음
○ 사업장별로 배출량정보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자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움. ⇒ 이 부문은 「화학물질괸리법」제10조상의 “화학물질 통
계조사 및 정부체계 구축”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첫째,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
업자의 일반 정보, 둘째,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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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 셋째,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넷째,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다섯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

치 및 규모 관련 정보, 여섯째,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정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의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개대상 물질과 사용량이 여전히 한정되어 있는 부문은 각 나라마다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처럼 650종 이상을 다 조사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공개대상 물질의 범위를 확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ⅱ)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ⅲ)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특정 하
는 것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둠과 아울러 “행정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不
確定槪念”을 입법자가 입법화 함. 만약 確定槪念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영으로 수축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송의 남발을 초래할 여지가 많음. 이에 따라 행정청
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기 위하여 불확정개념을 입법화한다고 판단됨
○ 기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지역사회가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
하여야 하는가가 의문임. 예컨대,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4. 사고발생시 대응 관련
○ 사고신고를 관계기관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에게 곧바로 통보하는 내용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장 응급대책의 장에 제36조(재난사태선포), 제37
조(응급조치),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의 수립), 제39조(동원명령),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
치), 제43조(통행제한)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지
역주민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화학사고조사단”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즉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할
때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앞에서
도 지적한바와 같이 “지역사회”가 어떠한 근거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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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즉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규정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개념정
립 없이 “지역사회”의 권한 주장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

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법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여

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

로 구성한다.

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

간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에

해사항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

③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

해성․위해성

고, 조사단에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④ 환경부장관은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

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

오염정도

관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⑤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법 제45조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조사단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

⑥ 조사단이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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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알권리 법안 마련을 위한 내부워크샵 진행보고
- 부록 -

일과건강

< 일과건강 회의 > 8월 19일 13시, 연구소 회의실
- 참여 : 박석운, 임상혁, 이윤근, 김신범, 한인임, 노현석, 현재순
- 논의결과
•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사업계획 검토, 화학물질 주민감시단 논의.
• 입법안 마련을 위해 민변변호사 섭외하여 내부워크숍을 진행 후 공개 워크숍으로 전환하
기로 함.
< 1차 내부워크숍 > 9월 2일 19시, 연구소 회의실
- 참여 : 강문대변호사(일과건강 감사),정남순변호사(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부소장),임자운변
호사(반올림상근),박석운,임상혁,이윤근,김신범,한인임,현재순
- 논의결과
• 김신범 발제 :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와 주민의 알권리 보
장 방안
• 이윤근 발제 : 미국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과 향후 알권리법 제정 방향
• 참가자 전원이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알권리 보장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함.
• 해외의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됨.
•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독립된 법안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재 개정되어 내년 시행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과의 관계설정이 필요
함.
• 체화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개정 방향’을 이윤근 부소장이 마련,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
로 함.
• 일과건강은 제정추진 시기별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기로 함.
< 2차 내부워크숍 > 9월 26일 16시 30분, 연구소 회의실
- 참여 : 강문대변호사(일과건강감사), 박다혜변호사(환경법률센터상근), 임자운변호사(반올림상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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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천지선변호사(법률노무소로그), 김동현/서선영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박석운, 이윤근,
김신범, 현재순
- 논의결과
• 이윤근 발제 :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개정 방향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주요내용
설명
• 새로운 변호사들의 대거 참여로 1차 워크숍 내용을 숙지하면서 토론 진행됨.
• 독립법안 제정이냐 화관법 개정이냐를 ①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수습 등 관리체계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②정보를 생산 → 보고 → 공유할 수 있는 권리 ③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
로 보고받을 수 있는 권리 ④기타 필요한 자료에 대해 추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위험성 및 피해에 대해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함.
• 논의결과 독립된 법안체계를 구성, 조항을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제기됨.
• 개정된 화관법 체계 내에서 ①,②,③ 내용은 추가보완, ④,⑤은 별도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
의됨.
• 여전히 대중캠페인을 통해 여론화하는데는 독립법안 제정운동이 유효함을 확인함.
• 이윤근 부소장이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알권리법 입법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 임자운 변호사가 입법지침을 참고로 화관법 개정안으로 개별 법조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 내부워크숍을 더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개워크숍 논의는 추후별도 논의하기로 함.
< 3차 내부워크숍 > 10/29일 19시30분, 연구소회의실
- 참여 : 강문대변호사(일과건강감사), 임자운변호사(반올림상근), 이광호사무처장(평화와참여로
가는인천연대), 장호영기자(시사인천), SK인천석유화학대책위, 박석운, 이윤근, 한인임, 김신범,
최영은, 현재순
- 내용결과
• 이윤근 발제 : 알권리 입법지침(대응계획수립/대응계획고지/화학물질 정보공개/사고발생
시 대응)
• 임자운 발제 : 알권리 입법초안(화관법 개정안 초안)
• 입법지침과 화관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발제 후 개정안 초안 토론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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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론내용
- 현행법 :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 없음.

대응계획
수립

개정안 :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의무 이외에 시,군,구 포함한 지자체장에게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과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지역위원회’ 조항을 신설함.
토론 : ‘관리계획과 지역위원회 설치의무 지역을 정하는 요건’, ‘관리계획에 들어갈 내
용’,‘지역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관한 내용임.
현행법 : 고지의무가 있는 물질수가 너무 작고 수량제한을 두고 있음. 고지의 주체가 정
부가 아닌 사업주로 되어 있음. 고지 내용도 빠진 내용이 다수 존재함.

대응계획
고지

개정안 : 물질수를 확대(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하고 ‘고지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게 두
고 고지범위를 취급량, 배출량까지 확대하고 사업장 유해관리계획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토론 : 물질 수는 유독물질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고지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
시해 주기로 함.
현행법 : 환경부장관이 사업장별로 배출량정보만을 공개함. 공개대상 물질과 사용량이
여전히 한정. 정보공개 제한조치(비밀유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기타 지역사회가 필요
로 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별 통계조사와 배출량정보를 해당 ‘지역위원회에 통보’하고

화학물질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함. ‘기업의 영업비밀 제외조항과 주민의 정보

정보공개

공개청구 권한’을 신설함.
토론 :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사업
장별/물질별 취급량, 배출량이 전면 공개되어야 함. 지역위원회로 통보된 화학물질 정보
를 지역에 맞게 재가공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요구가 있을 시 공
개절차가 더 구체화되어야 함.
- 현행법 : 사고신고를 관계기관에만 하고, 지역주민에게 통보절차가 없음. 화학사고 영
향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음.

사고발생
대응

개정안 :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지역위원회에게 통보, ‘지역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함.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시 ‘지역
위원회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 운영함.
토론 : 사고발생시 정보고지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되어야 함. 실제 사고 발생시 대응시나
리오가 있어서 훈련이 되어야 함.

• 김신범 실장이 1차 토론된 화관법 개정안과 미국 알권리법을 최종비교분석하기로 함.
• 임자운 변호사는 김신범 실장의 분석내용 참조하여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함.
• 차기회의에서 개정안 심화토론을 진행하고 공개워크숍을 포함한 사업계획 논의하기로 함.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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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내부워크숍 > 11월 19일 19시 연구소회의실
- 참여 : 임자운변호사(반올림상근), 정남순변호사(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부소장), 박다혜변호
사(환경법률센터상근), 박석운, 임상혁, 이윤근, 김신범, 현재순
- 논의결과
• 김신범 발제 : 화관법 개정안과 미국알권리법 비교분석 내용발제
• 분석내용을 토대한 보완 개정안이 제출되지 못해 바로 심화토론이 진행됨.
• 기존의 회의결과에 대한 서로간의 소통부재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 김신범 실장이 제안한 사고대응체계의 구축방안/비상대응 계획수립방안/정보공개방안은
지난회의에서 대부분 정리된 내용임을 공유함.
• 다만, 지역위원회 구성지역과 관련해서 광역시는 기본으로 하고 시, 군, 구 지역 중 국가/
지방주요산단이 있는 지역은 전체가 포함되도록 함.
• 또한, 기본계획과 비상대응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중앙과 광역시 지역위원회, 기초단위 지
역위원회로 구분된 체계에 맞게 계획이 세워져야 함.
• 기업의 영업비밀 예외조항을 명확히 적시하여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이번 지
역사회알권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지역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받은 화학물질정보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가공하여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함.
구분

내용

정보제공

중앙

기본계획

조사결과 정보제공

광역

기본계획/action plan

정보재가공

기초

action plan

정보재가공

주민참여
관리위원회
알권리와 비상계획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지역위원회

• 임자운 변호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화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 마지막 5차 내부워크숍에서 지역사회알권리법(화관법 개정안)을 최종토론하고 1월 11
일~12일 ‘2014 노동자건강권포럼’을 통해 공개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함.
• 일과건강은 ‘지역사회알권리’세션기획안을 마련하고 차기회의에 국회토론회, 입법화 조직
방안, 대중캠페인 등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 함.
< 5차 내부워크숍 > 12월 27일 19시 연구소회의실
- 참여 : 임자운변호사(반올림상근), 박석운, 임상혁, 이윤근, 김신범, 한인임
- 논의결과

102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 2014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포럼 전제/부문세션 발제 및 발표자 분들은 완성된 자
료를 1월 6일(월) 전까지는 보내주어야 함.
• 기본적인 위원회 체계는 시/군/구 지자체의 경우 일정 조건에 놓이면 모두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므로 이런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도
록 광역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하는 것으로 함.
• 6조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계획도 매 5년마
다 수립하는 것으로 함. 단, 화학물질 사고 대응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정보가 달라지면(급증
하거나 신규물질 진입시)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해야 함.
• 광역지자체 위원회나 시/군/구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인자는 소방관서/의회/교육
관서/해당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함.
• 주민자치와 참여를 기본철학으로 가면서 기초위원회 활동에 방점을 두고 광역위원회는 부
족한 지역을 포괄하고 각 기초위원회의 관리영역 조정(예로 산단이 있는데 두 개 지역에 걸
쳐 있거나 인접해 있는 경우 한 지역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광역단위에서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함)
• 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정도로 가는 게 좋을 듯. 또한 매년 제출되어야 함.
• 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종합 고지’한다는 영역으로 확대하
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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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기획의도

‘정신건강과 감정노동’ 다르지 않아요~
‘감정노동자 인권을 위해’ 요렇게 해봐요~
느낌 아니까~ ‘우리는 감정노동자’
한인임(일과건강)

1. 취지 및 배경
- 감정노동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
도 확산되고 있음
- 최근 여러 직종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감정노
동의 문제는 당사자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감소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
신건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임
- 이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전 사후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개정안(산재법, 산안
법,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내용을 보완한 법률개정안을 추가로 발의를 준비
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세션을 통해서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차원으로 보편화시키고 사
회문화적으로 이 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함

2. 목표
- 주관단체인 감정노동 네트워크의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것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
- 감정노동자 보호와 일반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의 동질성을 알리고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
- 감정노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축적하는 것
-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등 정보 공유

3. 세부 프로그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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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고

15:00~15:30

포럼 준비/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사회자 이성종

15:30~16:00

발표① 민간·공공 서비스산업 감정노동종사자 건강실태조사 결과

한인임(일과건강)

16:00~16:30

발표②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소개

박성희(마음의 숲)

16:30~16:45

휴식

티타임

16:45~17:15

발표③ 감정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

이성종(전국민간서비스
노동조합연맹)맹

17:15~17:50

전체 자유 토론

참가자 전체

17:50~18:00

사후 계획 공유 및 마무리

사회자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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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주최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명숙 의원실·감정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조사기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발표 : 한인임

1. 조사 배경

○ 지난 4월 포스코 계열사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일명 라면상
무 스캔들) 연일 유사한 폭언, 폭행 사례가 일간지를 장식했다. 최근 좀 잠잠해진 것 같더니
엊그제 또 블랙야크(이번엔 사장이다!) 임원이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한 사
실이 보도되었다.
○ 연일 크고 작은 감정노동 관련 보도가 다루어지고 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적
절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감정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한
명숙의원실’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객관적인 실
태조사,

2.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내용 마

련, 3.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건강한 소비와 생산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로 1단계 사업인 실
태조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 과정 및 방법

○ 2013년 조사 일시 : 2013년 8월 19일~9월 17일(약 1개월)
○ 조사 방법 : 네트워크 소속 조직 성원 중 고객 대면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무
작위 배표, 수거. 자기기입식으로 설문 작성.
○ 분석 방법 : SAS 통계 패키지를 활용

3.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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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로부터 감시당하고 고객에게 맞는 노동자
○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백화점 판매노동자’, ‘카지노 딜러’, ‘철도/지하철 역무 노
동자’, ‘철도 객실승무 노동자’, ‘간호(조무)사’, ‘콜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2,259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상당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정노동 수행과정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관찰 또는 감시하고 있었으며 지난 1
년간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 ‘인격무시’, ‘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모두 90%를 넘고 있다.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횟수도 월1회~주1회 수
준으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2) 고객에게 맞고도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감정노동자
○ 놀라운 사실은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별 도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린 사람들 중에 무려 20%는 ‘무조건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3%는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감시적 모니터
링을 통해 인권침해를 겪으면서도 그 결과에 따라 가혹한 인사 조치를 겪거나 또다시 인격모
독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곤두박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푸념할 곳 없는 감정노동자의 위험한 정신건강 수준
○ 고객에게 뺨맞고 회사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그래서 아프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보이는 집단이 전체의 약 40%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의 반수가 치료
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건 정상적인 기업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터에서의 감
정노동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기업으로부터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집단의 경우 정신건강이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경험을 하고 있다. 응답자의 30%가 지난 1년
자살충동을 겪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일반 수준(16.4%)보다 두 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이다. 노인인구도 아닌 20대~4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 직무스트레스 수준도 매우 높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의 상위 25%에 달하는 스트레스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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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나 고객으로 인한 탈진 수준도 해외 유사집단과 비교할 때 두 배 포인트 수준으로 높
게 나타났다.
(4) 정의로운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 응답자들은 정의로운 문화 정착을 위해,
①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스트레스나 폭력을 인지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
다.
②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여야 한다.
③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④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⑤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한다.
등의 개선 과제를 요구했다.

4. 향후 계획

○ 본 조사 결과에 터하여 향후 의원실과 네트워크는 이런 상태의 기업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체계에 경종을 울리고 행정당국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5. 직종별 분석 결과

(1) 응답자 속성
○ 총 2,268명이 응답하였다. 남성이 898명으로 39.7%, 여성이 1,363명으로 60.3%로 나타난
다. 무응답 7명. 여성이 많이 응답하였다. 백화점의 경우 95%가 여성이었고 카지노의 경우는
여성이 60%, 철도/지하철 역무원의 경우는 남성이 약 77%가량 응답하였고 철도객실승무의 경
우는 남성이 90%를 넘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콜센터 종사자의 경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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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전체

응답자(명)

응답률(%)

응답자(명)

응답률(%)

응답자(명)

응답률(%)

백화점 판매

21

4.7

425

95.3

446

100.0

카지노 딜러

235

39.1

366

60.9

601

100.0

철도/지하철 역무원

494

76.7

150

23.3

644

100.0

철도 객실승무

94

91.3

9

8.7

103

100.0

간호(조무)사

0

0.0

104

100.0

104

100.0

콜센터 안내

31

11.7

233

88.3

264

100.0

콜센터 텔레마케터

6

8.3

66

91.7

72

100.0

881

39.4

1353

60.6

2234

100.0

계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24.90%, 30대 47.3%, 40대 23.5%, 50대가 4.2로 나타나 연령 평
균은 34.9세이다. 30대가 약 50%로 가장 많고 20대, 40대가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직무
별로는 철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대이고, 간호(조무사)그룹이 20대, 나머지는 30대로
나타나고 있다.
수행직무

연령 평균

백화점 판매

30.4

카지노 딜러

31.1

철도/지하철 역무원

40.6

철도 객실승무

45.5

간호(조무)사

27.5

콜센터 안내

35.9

콜센터 텔레마케터

36.6

합계

34.9

○ 응답자의 93.2%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혼인상태인 경우가 52.1%, 비혼인 상태가 47.9%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동종업종 총근속은 9.1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직장 근속년수 평균은 7.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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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종 총근속
응답자(명)

현사업장 근속

응답률(%)

응답자(명)

응답률(%)

5년 이하

645

31.6

888

40.5

5년 초과~10년 이하

732

35.9

798

36.4

10년 초과

664

32.5

509

23.2

합계

2041

100

2195

100

○ 이직의 경우 약 50%가 한 번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번 23.4%, 2번, 12.5%, 3
번 이상이 14.5%로 나타난다. 평균 1.1회의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로는 7개 직종이 참여하였고 철도/지하철 역무와 카지노딜러, 백화점 판매 노동자들
의 참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명)

응답률(%)

백화점 판매

447

20.0

카지노 딜러

602

26.9

철도/지하철 역무원

645

28.8

철도 객실승무

104

4.6

간호(조무)사

104

4.6

콜센터 안내

264

11.8

콜센터 텔레마케터

73

3.3

2239

100.0

합계

(2) 기본적인 근로조건
○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8시간으로 나타났고 8시간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 비중
이 약 40%수준이었다.
응답자(명)

응답률(%)

8시간 이하

1260

58.6

8시간 초과

890

41.4

합계

21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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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약 75%는 교대(교번)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약 25%인 비순환 근무자
의 95%는 주간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환근무의 경우

응답자(명)

응답률(%)

2교대

468

30.2

3교대

938

60.6

교번제

143

9.2

합계

1549

100.0

응답자(명)

응답률(%)

주간만 일함

480

93.9

야간만 일함

31

6.1

합계

511

100.0

비순환 근무의 경우

○ 월 야간노동(22시~06시) 일수는 대체적으로 8일~14일로 나타났다. 평균은 9.0일로 나타났
으며 20일 근무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근무일의 반은 대체적으로 야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 야간노동일수

응답자(명)

응답률(%)

1일~7일

367

26.3

8일~14일

770

55.1

15일~21일

238

17.0

22일 이상

22

1.6

합계

1397

100.0

○ 월 주말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7~8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 5.5일임. 주말의 2/3
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월 주말근무일수

응답자(명)

응답률(%)

1~2일

177

11.0

3~4일

321

20.0

5~6일

478

29.8

7~8일

629

39.2

합계

1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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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별로 살펴보면 총이직 횟수는 철도객실승무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철도객실승
무원과 백화점 종사자가 하루 10시간이 넘는 긴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한 주 평균 노동시
간을 살펴보면 백화점은 50시간인데 비해 철도객실승무원의 경우 43시간 수준이어서 백화점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행직무별 노동조건
평균비교1

현사업장근속
(년)

총이직 횟수(회)

하루평균노동시
간(시간)

한주평균노동시
간(시간)

백화점 판매

6.5

1.2

10.2

50.3

카지노 딜러

5.5

0.7

8.0

39.8

철도/지하철 역무원

11.5

0.9

8.5

42.6

철도 객실승무

10.8

2.6

10.2

45.9

간호(조무)사

4.7

0.2

9.2

44.4

콜센터 안내

4.4

1.5

8.4

41.1

콜센터 텔레마케터

6.0

1.9

8.3

42.0

합계

7.5

1.1

8.8

43.4

*p>0.05
○ 월평균 야간근무일수는 카지노딜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철도/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일수(통상 월 25일)의 1/3을 넘게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
말근무일 수의 경우도 역시 야간일수가 많은 카지노딜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으로 백화점판매와 궤도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시간(4시간 근무당 30
분의 법정 휴게시간)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경우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채 반이 안
된다. 겨우 반이 되는 경우는 카지노 딜러이고 나머지의 경우 60%이상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
다. 한편 식사시간 이외의 추가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응답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약 반수는 추가로 좀 더 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딜러와 궤도분야, 콜센터 분야
종사자가 40분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20분~30분 가량 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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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별 노동조건 평균비교2

월평균근무일수_
야간

월평균근무일
수_주말

식사시간사용
률(%)

추가휴게시간
_분

백화점 판매

1.6

5.3

95.6

34.3

카지노 딜러

13.6

7.4

55.4

66.2

철도/지하철 역무원

9.6

5.0

64.1

49.7

철도 객실승무

5.5

5.2

62.0

71.2

간호(조무)사

6.4

4.6

41.4

18.0

콜센터 안내

2.4

2.3

90.9

42.7

콜센터 텔레마케터

2.9

2.2

91.3

40.9

합계

9.0

5.5

71.2

51.8

*p>0.05

식사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 여부

응답자(명)

응답률(%)

있다

1,107

51.1

없다

1,060

48.9

합계

2,167

100.0

(3) 직장만족도, 노동조건, 휴식
수행직무

휴가소진율 평균(%)

백화점 판매

39.7

카지노 딜러

58.3

철도/지하철 역무원

23.0

철도 객실승무

28.5

간호(조무)사

84.8

콜센터 안내

74.4

콜센터 텔레마케터

66.0

합계

46.7

*p<0.05
○ 2012년 연차휴가 사용 실태를 보면 평균 46.7%의 연차휴가 소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
(조무)사의 경우 가장 높은 휴가소진율을 보였고 콜센터 분야도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장 낮은 휴가 소진율을 보인 집단은 궤도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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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리휴가 사용일수

응답자(명)

응답률(%)

누적률(%)

0

796

73.0

73.0

1

35

3.2

76.2

2

17

1.6

77.7

3

16

1.5

79.2

4

11

1.0

80.2

5

16

1.5

81.7

6

12

1.1

82.8

7

8

0.7

83.5

8

14

1.3

84.8

9

2

0.2

85.0

10

16

1.5

86.4

11

6

0.5

87.0

12

142

13.0

100.0

합계

1,091

100.0

○ 지난 한 해 응답자들(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거의 무급(약 70%)으로 이용하였고 단 한
번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사람의 응답률이 73%에 이르고 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온전하게
12회를 사용한 사람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노동자에게 생리휴가는 그림의 떡인 셈이
다.
○ 한편 병가사용실태를 살펴보면 병가를 낼 정도

응답자(명)

응답률(%)

유급

158

32.0

무급

336

68.0

써야하는 사람 중 약 10%만 아플 때 자유롭게 병

합계

494

100.0

가를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파도 병가

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약 45%로 나타났고 병가를

를 아예 쓰지 못한 사람은 아팠던 사람 중 약 65%
에 이른다. 그 중 대부분은 ‘눈치’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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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실태

응답자(명)

응답률(%)

아플 때 자유롭게 썼다

110

5.3

눈치를 많이 보면서 썼다

306

14.8

아팠는데도 눈치 때문에 쓸 수 없었다

666

32.2

아팠는데도 돈 때문에 쓸 수 없었다

62

3.0

병가를 낼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

923

44.7

합계

2,0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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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직무별로 살펴보면 카지노딜러의 경우 ‘아팠는데도 눈치 때문에 쓸 수 없었다’는 비율
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궤도분야와 콜센터 분야는 전체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병가를 쓸 수 있는’ 조직으로 나타났다.

아플 때
자유롭게
썼다

눈치를
많이
보면서
썼다

아팠는데
도 눈치
때문에 쓸
수 없었다

아팠는데
도 돈
때문에 쓸
수 없었다

병가를
낼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

계

백화점

응답자(명)

20

30

100

7

238

395

판매

응답률(%)

5.1%

7.6%

25.0%

1.8%

60.3%

100.0%

카지노

응답자(명)

8

102

288

16

153

567

딜러

응답률(%)

1.4%

18.%

50.8%

2.8%

27.0%

100.0%

철도/지하

응답자(명)

40

52

142

17

340

591

철 역무원

응답률(%)

6.8%

8.8%

24.0%

2.9%

57.5%

100.0%

철도

응답자(명)

10

46

26

2

17

101

객실승무

응답률(%)

9.9%

45.5%

25.7%

2.0%

16.8%

100.0%

간호

응답자(명)

1

4

25

2

61

93

(조무)사

응답률(%)

1.1%

4.3%

26.9%

2.2%

65.6%

100.0%

콜센터

응답자(명)

23

53

63

16

77

232

안내

응답률(%)

9.9%

22.8%

27.2%

6.9%

33.2%

100.0%

콜센터

응답자(명)

4

18

17

2

25

66

텔레마케터

응답률(%)

6.1%

27.3%

25.8%

3.0%

37.9%

100.0%

응답자(명)

106

305

661

62

911

2045

응답률(%)

5.2%

14.9%

32.3%

3.0%

44.5%

100.0%

계

*p<0.05
○ 응답자들은 결코 결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95.2%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위와 같은 문제는 결국 일가정 양립(특히, 기혼상태인 약 반수의 응답자)이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응답자의 70%가 일가정 양립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일과 생활’을 양립하기 힘듭니까?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그렇다

381

17.2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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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1,158

52.2

별로 그렇지 않다

591

26.7

전혀 그렇지 않다

87

3.9

합계

2,217

100.0

○ 수행직무별로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그룹이 가장 일가정 양립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직종에서 어려움 호소가 크다. 남성이 주로 배치되어 있
는 궤도분야와 카지노분야의 경우도 적지 않는 호소율을 보이고 있다.

양립하기 힘들다

양립하기 힘들지 않다

계

응답자(명)

344

87

431

응답률(%)

79.80%

20.20%

100.00%

응답자(명)

464

134

598

응답률(%)

77.60%

22.40%

100.00%

철도/지하철

응답자(명)

317

312

629

역무원

응답률(%)

50.40%

49.60%

100.00%

응답자(명)

70

34

104

응답률(%)

67.30%

32.70%

100.00%

응답자(명)

87

14

101

응답률(%)

86.10%

13.90%

100.00%

응답자(명)

191

66

257

응답률(%)

74.30%

25.70%

100.00%

응답자(명)

51

20

71

응답률(%)

71.80%

28.20%

100.00%

응답자(명)

1524

667

2191

응답률(%)

69.60%

30.40%

100.00%

백화점 판매
카지노 딜러

철도 객실승무
간호(조무)사
콜센터 안내
콜센터 텔레마케터
계

*p<0.05
(4) 감정노동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수준을 질문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서 긍정적 감정표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
면 내 뜻대로 고객 응대를 계속할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노동 노출이 심각
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행직무별로도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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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균

(1)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3.7

(2)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3.6

(3) 나는 일하면서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한다.

2.1

(4)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3.5

(5) 나는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보여주어야 하는 기분을 실제 내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9

(6) 나는 내 뜻대로 고객 응대를 계속할 지 결정할 수 있다.

2.1

(7) 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호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3.3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까지 부여함. 2.5점이 중간점. 2.5점보다 평균

값이 크면 ’그렇다‘에 가까운 값으로 해석할 수 있음.

직무별 감정노동 노출 수준

(1)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
이 해야 한다

백화점 카지노
판매
딜러

철도/지 철도
콜센터
간호(조 콜센터
하철 객실승
텔레마
무)사
안내
역무원
무
케터

합계

3.8

3.8

3.4

3.7

3.5

3.8

3.7

3.7

3.8

3.7

3.4

3.7

3.5

3.7

3.6

3.6

1.5

2.5

2.3

1.9

2.2

2.2

2.2

2.1

3.6

3.6

3.3

3.6

3.3

3.6

3.5

3.5

3.1

2.9

2.8

2.6

2.8

2.8

2.8

2.9

2.0

2.1

2.3

2.3

2.5

1.9

2.1

2.1

3.3

3.3

3.3

3.4

3.4

3.5

3.5

3.3

(2)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
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3) 나는 일하면서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한다.
(4)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5) 나는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보여주어야 하는 기분을 실제 내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나는 내 뜻대로 고객 응대를 계
속할 지 결정할 수 있다.
(7) 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고객
의 호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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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까지 부여함. 2.5점이 중간점. 2.5점보다 평균

값이 크면 ’그렇다‘에 가까운 값으로 해석할 수 있음.
*p<0.05
○ 한편 직원이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가라는 질문에 83.3%가 “그
렇다”고 응답하고 있음. 감정노동을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별로 살펴보면 철도
객실승무의 경우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비교 집단 중 가장 높은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가?

응답자(명)

응답률(%)

예

1,806

83.3

아니오

361

16.7

합계

2,167

100.0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가?
백화점 판매
카지노 딜러
철도/지하철 역무원
철도 객실승무
간호(조무)사
콜센터 안내
콜센터 텔레마케터
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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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계

응답자(명)

326

100

426

응답률(%)

76.50%

23.50%

100.00%

응답자(명)

489

92

581

응답률(%)

84.20%

15.80%

100.00%

응답자(명)

499

109

608

응답률(%)

82.10%

17.90%

100.00%

응답자(명)

95

7

102

응답률(%)

93.10%

6.90%

100.00%

응답자(명)

93

9

102

응답률(%)

91.20%

8.80%

100.00%

응답자(명)

227

27

254

응답률(%)

89.40%

10.60%

100.00%

응답자(명)

58

12

70

응답률(%)

82.90%

17.10%

100.00%

응답자(명)

1787

356

2143

응답률(%)

83.40%

16.60%

100.00%

○ 업무 중 고객으로부터 경험한 무리한 요구 및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경험(지난 1년간)
을 묻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객으로부터의 무리한 요구와 인격무시, 욕설 등은
다반사로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폭행을 당한 경험의 횟수가 월평균 1회를 넘고 있
는 사실은 큰 문제로 나타난다. 성희롱 등도 30%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 1
회 정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으로부터 경험한 무리한 요구 및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경험(지난 1년간)

없다(%)

있다(%)

월평균
피해횟수(회)

(1)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경험

19.2

80.8

6.8

(2) 고객으로부터 인격무시 발언을 들은 경험

12.3

87.7

8.2

(3)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18.6

81.4

7.3

(4) 고객으로부터 신체적인 위협을 느낀 경험

56.7

43.3

3.3

(5)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88.4

11.6

1.3

(6)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

70.1

29.9

3.5

○ 직무별로 살펴보면 ‘무리한 요구 경험’은 철도객실승무와 콜센터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격무시’ 경험은 카지노, 철도객실승무, 콜센터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폭언 경험’도 유사한 직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 위협 경험’은 카지노딜러, 궤
도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폭행을 당한 경험은 궤도분야에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은 백화점 판매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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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경험한
무리한 요구 및 신체
적, 언어적, 성적 폭력
경험(지난 1년간)

(1) 고객으로부터 무리
한 요구를 받은 경험

(2) 고객으로부터 인격
무시 발언을 들은 경험

(3)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백화점 판매

29.80%

70.20%

30.00%

70.00%

54.10%

45.90%

카지노 딜러

21.60%

78.40%

2.80%

97.20%

3.30%

96.70%

철도/지하철 역무원

13.80%

86.20%

10.30%

89.70%

12.20%

87.80%

철도 객실승무

4.80%

95.20%

1.90%

98.10%

4.80%

95.20%

간호(조무)사

30.70%

69.30%

28.40%

71.60%

37.30%

62.70%

콜센터 안내

9.30%

90.70%

4.30%

95.70%

5.70%

94.30%

콜센터 텔레마케터

22.50%

77.50%

11.10%

88.90%

15.10%

84.90%

19.20%

80.80%

12.00%

88.00%

18.30%

81.70%

계

고객으로부터
경험한
무리한 요구 및 신체
적, 언어적, 성적 폭력
경험(지난 1년간)

(4) 고객으로부터 신체
위협을 당한 경험

(5) 고객으로부터 폭행
을 당한 경험

(6) 고객으로부터 성희
롱이나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85.50%

14.50%

백화점 판매

86.60%

13.40%

97.30%

2.70%

36.90%

63.10%

카지노 딜러

36.30%

63.60%

91.30%

8.70%

83.70%

16.30%

철도/지하철 역무원

41.60%

58.40%

75.80%

24.20%

78.20%

21.80%

철도 객실승무

33.70%

66.30%

70.20%

29.80%

91.20%

8.80%

간호(조무)사

71.60%

28.40%

95.10%

4.90%

72.60%

27.40%

콜센터 안내

85.50%

14.50%

98.50%

1.50%

78.90%

21.10%

콜센터 텔레마케터

79.20%

20.80%

98.60%

1.40%

69.90%

30.10%

56.50%

43.50%

88.40%

11.60%

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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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의 월 평균 횟수는 다음과 같다.

고객으로부터 경험한
무리한 요구 및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월평균 피해
횟수

(1) 고객으
로부터 무
리한 요구
를 받은 경
험

(2)
고객
으로부터
인격무시발
언을 들은
경험

(3)
고객
으로부터
욕설 등 폭
언을 들은
경험

(3)
고객
으로부터
신체적인위
협을 느낀
경험

(4)
고객
으로부터
폭행을 당
한 경험

(5)
고객
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

백화점 판매

3.3

2.3

1.4

1.5

1.1

1.6

카지노 딜러

11.5

15.5

13.8

5.3

1.8

4.4

철도/지하철 역무원

4.2

4.4

3.4

1.8

1.2

1.9

철도 객실승무

4.0

3.5

2.8

1.6

0.9

1.9

간호(조무)사

3.4

2.5

2.5

1.5

1.1

1.5

콜센터 안내

9.7

9.8

6.5

2.3

1.0

2.6

콜센터 텔레마케터

11.4

10.9

8.5

3.8

0.0

4.2

합계

6.8

8.3

7.2

3.3

1.3

3.5

*p<0.05
○ 고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복
수응답).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우는 약 4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신하게도 할
수 있는 비율도 약 30%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성 고객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고객의 무
리한 요구를 거절한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20% 수준) 직무별로 살펴
보면 대동소이하다.
고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응답률(%)

① 피해 사실을 상급자나 보안요원에게 알려야 하거나 혹은 알릴 수 있다.

37.5

②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객을 피하거나 전화를 끊을 수 있다.

10.7

③ 상급자나 동료에게 고객응대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9.8

④ 고객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업무에 없는 일, 비상식적인 반품 요구 등)를 거절할 수
있다.

21.9

*p>0.05
○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사실을 상급자 또는 회사에 알린 적이 있느냐는 질
문에는 67.7%가 알렸다고 응답했고 32.3%가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알리는 경우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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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사실을 상
급자나 보안요원
에게 알려야하거
나 혹은 알릴 수
있다.

②감당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는 고
객을 피하거나 전
화를 끊을 수 있
다.

③상급자나 동료
에게 고객응대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고객의 무리한
서비스요구( 업무
에 없는 일, 비상
식적인 반품요구
등)를 거절 할 수
있다.

백화점 판매

40.3%

6.7%

29.8%

23.2%

카지노 딜러

46.4%

5.8%

27.2%

20.6%

철도/지하철 역무원

29.9%

11.2%

36.0%

22.9%

철도 객실승무

36.1%

16.1%

20.6%

27.1%

간호(조무)사

40.4%

9.3%

27.5%

22.8%

콜센터 안내

30.9%

22.5%

25.8%

20.8%

콜센터 텔레마케터

30.5%

26.3%

28.8%

14.4%

고객으로 인한 피
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종별로 콜센터와 카지노딜러 그룹이 가장 많이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궤도분야에서는 낮은 보고율을 보인다.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사실을 상
급자 또는 회사에 알린 적이 있는가?

응답자(명)

응답률(%)

예

1,323

67.7

아니오

632

32.3

합계

1,955

100.0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
사실을 상급자 또는 회사에 알린 적이 있
는가?

예

아니오

백화점 판매

60.30%

39.70%

카지노 딜러

77.30%

22.70%

철도/지하철 역무원

58.50%

41.50%

철도 객실승무

57.80%

42.20%

간호(조무)사

68.60%

31.40%

콜센터 안내

80.20%

19.80%

콜센터 텔레마케터

72.70%

27.30%

계

67.80%

32.20%

*p<0.05
○ 이렇듯 알린 경우 회사의 반응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말로 위로해 주거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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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75%에 육박함. 전체적으로 별 대책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비를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무조건 사과하라”는 경우도 무려 20%에 이르렀다. 이는
문제가 되는 영역이다. 특히 “오히려 인사상의 불이익이 온” 3.2% 경우는 더욱 큰 문제로 지
적할 수 있다.
고객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 측의 반응

응답률(%)

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3.4

② 말로 위로해 주었다.

41.7

③ 그냥 참으라고 했다.

32.4

④ 시비를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했다.

19.3

⑤ 오히려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왔다.

3.2

○ 직무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왔다’는 영역에서는 콜센
터 텔레마케터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①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
록 지원해 주
었다.

③그냥 참으
라고 했다.

④시비를 가
리지 않고 고
객에게 무조
건 사과하라
고 했다.

⑤오히려 나
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왔
다.

②말로 위로
해 주었다.

백화점 판매

3.8%

54.3%

21.8%

18.1%

2.0%

카지노 딜러

2.5%

36.6%

35.8%

21.7%

3.4%

철도/지하철 역무원

4.7%

41.8%

34.3%

15.5%

3.8%

철도 객실승무

4.8%

33.3%

34.5%

23.8%

3.6%

간호(조무)사

0.0%

60.2%

27.3%

12.5%

0.0%

콜센터 안내

2.6%

43.0%

30.9%

20.8%

2.6%

콜센터 텔레마케터

5.5%

38.2%

27.3%

21.8%

7.3%

고객으로 인한 피
해사실을 회사에 알
린 경우 회사 측의
반응

*p>0.05
○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
문에 대해서는 “휴식을 부여받은” 비율이 약 23%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 영역의 지
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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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의 피해 후 회사의 지지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1) 적절한 휴식

23.1

76.9

2)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

5.9

94.1

3) 휴직

1.2

98.8

4) 병원 치료

4.9

95.1

○ 직종별로 살펴보면 휴식을 제공받은 경험이 전체적으로 낮지만 철도객실승무 분야와 간호
(조무)사 분야가 가장 낮다. 심리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은 콜센터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사
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휴직이나 병원치료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 적절한 휴식

2)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

고객으로부터의 피해 후 회사의 지지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백화점 판매

25.70%

74.30%

2.90%

97.10%

카지노 딜러

22.30%

77.70%

4.80%

95.20%

철도/지하철 역무원

28.10%

71.90%

1.60%

98.40%

철도 객실승무

8.60%

91.40%

간호(조무)사

3.60%

96.40%

1.20%

98.80%

콜센터 안내

21.60%

78.40%

25.50%

74.50%

콜센터 텔레마케터

22.00%

78.00%

10.30%

89.70%

계

23.00%

77.00%

5.80%

94.20%

100.00%

*p<0.05

3) 휴직

4) 병원 치료

고객으로부터의 피해 후 회사의 지지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백화점 판매

1.10%

98.90%

4.00%

96.00%

카지노 딜러

1.00%

99.00%

8.70%

91.30%

철도/지하철 역무원

1.20%

98.80%

2.00%

98.00%

철도 객실승무

100.00%

5.40%

94.60%

간호(조무)사

100.00%

콜센터 안내

3.10%

콜센터 텔레마케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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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96.90%

5.70%

94.30%

100.00%

3.80%

96.20%

98.80%

4.90%

95.10%

*p<0.05
○ 고객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왜 회사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별 대책을 세워줄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앞서 3.2%가 “인사상 불이익이 왔다”는 응답이 있
었는데 “불이익”을 우려해서 보고하지 않는 비율이 7.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우려보다는
적은 인사상 불이익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불이익자를 보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고객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유

응답자(명)

응답률(%)

얘기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26

3.3

얘기해봤자 별 대책을 세워줄 것 같지 않아서

660

82.6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61

7.6

기타

52

6.5

합계

799

100.0

*p<0.05
○ 직종별로 살펴보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큰 집단은 철도/지하철 역무원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시 콜센터 텔레마케터로 나타난다.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겪기도 한
집단이다.

얘기하는 것이 쑥
스러워서

얘기해봤자 별 대
책을 세워줄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나에게 불
이익을 줄 것 같
아서

백화점 판매

0.70%

80.30%

6.30%

12.70%

카지노 딜러

4.60%

85.70%

6.50%

3.20%

철도/지하철 역무원

4.00%

80.00%

11.60%

4.40%

철도 객실승무

2.20%

87.00%

6.50%

4.30%

간호(조무)사

2.90%

85.70%

2.90%

8.60%

콜센터 안내

2.60%

83.10%

2.60%

11.70%

콜센터 텔레마케터

4.80%

76.20%

9.50%

9.50%

계

3.30%

82.50%

7.60%

6.60%

기타

*p<0.05
○ 회사나 상사로부터 권력형 괴롭힘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리한 업무요구”에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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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약 70%가까이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나타났고 “나만 괴롭힘”에서도 약 30%가 그런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나 상사로부터 권력형 괴롭힘 등을 당한 경험

항상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1) 무리한 업무 요구(과도한 목표량 설정 등)

19.0

46.8

25.9

8.3

(2) 상사가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나만 겨냥해 괴롭힘)

4.0

24.3

44.2

27.5

○ 직종별로 살펴보면 무리한 업무요구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집단은 카지노딜러
와 백화점 판매 노동자로 나타나고 있다. 상사가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는 카지노 딜러의
경우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무려 63%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
한 조직문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회사나 상사로부터 권력
형 괴롭힘 등을 당한 경
험

(1) 무리한 업무 요구(과도한 목표
량 설정 등)

(2) 상사가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나만 겨냥해 괴롭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백화점 판매

70.10%

29.90%

19.20%

80.80%

카지노 딜러

79.30%

20.70%

63.10%

36.90%

철도/지하철 역무원

53.50%

46.50%

13.60%

86.40%

철도 객실승무

57.10%

42.90%

14.90%

85.10%

간호(조무)사

65.30%

34.70%

17.30%

82.70%

콜센터 안내

59.80%

40.20%

13.10%

86.90%

콜센터 텔레마케터

63.40%

36.60%

8.60%

91.40%

계

65.60%

34.40%

28.40%

71.60%

*p<0.05
○ 회사에서 파견 또는 고용한 모니터 요원 경험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6%가 경
험이 있다고 했고 40.4%는 없다고 응답했다. 근속기간 중 평균 1.4회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
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백화점 판매의 분야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병
원 종사자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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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 또는 고용한 모니터 요원 경험사례
예
아니오
합계

응답자(명)

응답률(%)

1,287

59.6

874

40.4

2,161

100.0

예

아니오

백화점 판매

88.70%

11.30%

카지노 딜러

47.40%

52.60%

철도/지하철 역무원

58.80%

41.20%

철도 객실승무

94.90%

5.10%

간호(조무)사

8.00%

92.00%

콜센터 안내

53.60%

46.40%

콜센터 텔레마케터

40.30%

59.70%

계

59.90%

40.10%

* p<0.05
○ 가짜 고객 경험 이후 느낌과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암행방식의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게 나타났고 모니터링 평가 점수 적용과정에서 문제에 대해 30~60%는 “인격모
독”, “가혹함”, “팀에게 전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90% 수준의 응답자가 이런 문
제들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뢰 실종”, “업무에 대한 자긍심 저하”를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런 것은 결국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54.7

34.8

8.7

1.9

9.1

32.1

45.2

13.7

(3) 평가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인사고과가 이루어졌다.

7.6

30.5

47.6

14.3

(4) 개인 평가 결과를 팀 전체에게 책임지우는 상황이 발생했다.

22.0

40.6

29.3

8.0

(5)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0.4

7.6

52.0

39.9

(6) 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졌다.

0.9

9.7

46.7

42.7

가짜 고객 경험 이후 느낌과 결과를 묻는 질문

(1)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암행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
다.
(2) 평가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조치가 이루어
졌다.

별로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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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2)의 응답에 대한 동의수준이 월등히 높은
집단이 철도객실승무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짜 고객 경험 이후
느낌과 결과를 묻는 질
문

(1) 모니터링은 필요하
지만 암행 방식은 아니
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 평가점수가 낮은 사
람들에게 인격을 모독하
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3) 평가점수가 낮은 사
람들에게 가혹한 인사고
과가 이루어졌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백화점 판매

93.30%

6.70%

51.50%

48.50%

33.90%

66.10%

카지노 딜러

87.90%

12.10%

38.50%

61.50%

47.20%

52.80%

철도/지하철 역무원

87.50%

12.50%

28.90%

71.10%

32.80%

67.20%

철도 객실승무

91.20%

8.80%

75.20%

24.80%

51.50%

48.50%

간호(조무)사

73.30%

26.70%

26.70%

73.30%

20.00%

80.00%

콜센터 안내

89.80%

10.20%

37.60%

62.40%

36.80%

63.20%

콜센터 텔레마케터

86.50%

13.50%

24.30%

75.70%

29.70%

70.30%

계

89.40%

10.60%

41.30%

58.70%

38.10%

61.90%

* p>0.05

가짜 고객 경험 이후
느낌과 결과를 묻는 질
문

(4) 개인 평가 결과를
팀 전체에게 책임지우는
상황이 발생했다.

(5)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6) 내 업무에 대한 자
부심이 강해졌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백화점 판매

62.30%

37.70%

5.70%

94.30%

14.90%

85.10%

카지노 딜러

69.90%

30.10%

10.30%

89.70%

8.90%

91.10%

철도/지하철 역무원

63.10%

36.90%

8.80%

91.20%

9.30%

90.70%

철도 객실승무

75.20%

24.80%

10.10%

89.90%

11.10%

88.90%

간호(조무)사

46.70%

53.30%

20.00%

80.00%

13.30%

86.70%

콜센터 안내

46.20%

53.80%

5.20%

94.80%

7.70%

92.30%

콜센터 텔레마케터

35.10%

64.90%

5.60%

94.40%

2.80%

97.20%

계

62.70%

37.30%

8.10%

91.90%

10.50%

89.5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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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직접 찾아와 서비스에 불만을 터트리는 고객이 있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2~23% 수준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조치는 부당한 처우로 사회적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직접 찾아와 서비스에 불만을 터트리는 고
객이 있었던 경우의 조치

있다(%)

없다(%)

(1) 인사고과에서 불이익

21.6

78.4

(2) 성과급에서 불이익

20.7

79.3

(3) 부서 강제 전환 배치

12.7

87.3

(4) 회의 때 등 공개 망신

23.1

76.9

(5) 벌칙 적용(하루 종일 인사시키기, 반성문 쓰게 하기 등)

20.9

79.1

○ 직종별로 살펴보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철도 객실승무와 콜센터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 역시 철도 객실승무로 나타났고 부서강
제전환배치의 경우는 콜센터 분야가 크게 나타났다. 회의 때 망신을 주거나 하는 행위도 철도
객실승무와 카지노딜러 그룹으로 나타났고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철도객실승무와 카지노, 백
화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직접 찾아와 서비스에
불만을 터트리는 고객이
있었던 경우의 조치

(1) 인사고과에서 불이
익

(2) 성과급에서 불이익

(3) 부서 강제 전환 배
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백화점 판매

9.70%

90.30%

6.70%

93.30%

6.60%

93.40%

카지노 딜러

24.60%

75.40%

25.00%

75.00%

13.60%

86.40%

철도/지하철 역무원

23.20%

76.80%

20.30%

79.70%

7.40%

92.60%

철도 객실승무

41.30%

58.70%

58.00%

42.00%

16.70%

83.30%

간호(조무)사

2.20%

97.80%

2.20%

97.80%

1.10%

98.90%

콜센터 안내

29.10%

70.90%

23.00%

77.00%

36.00%

64.00%

콜센터 텔레마케터

30.20%

69.80%

36.00%

64.00%

24.50%

75.50%

계

21.60%

78.40%

20.60%

79.40%

12.60%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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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직접 찾아와 서
비스에 불만을 터트리는 고객이 있었던
경우의 조치

(4) 회의 때 등 공개 망신

(5) 벌칙 적용(하루 종일 인사시
키기, 반성문 쓰게 하기 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백화점 판매

18.10%

81.90%

23.90%

76.10%

카지노 딜러

36.60%

63.40%

33.70%

66.30%

철도/지하철 역무원

15.00%

85.00%

7.40%

92.60%

철도 객실승무

52.30%

47.70%

37.50%

62.50%

간호(조무)사

2.30%

97.70%

1.10%

98.90%

콜센터 안내

15.70%

84.30%

21.00%

79.00%

콜센터 텔레마케터

13.60%

86.40%

14.60%

85.40%

계

23.20%

76.80%

21.10%

78.90%

(5) 직무스트레스
○ 본 조사 응답자들의 직무스트레스 4개 영역의 값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보다 전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불문하고 높다. 특별히 높은 영역은 남녀 모두 조직체계 영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무스트레스 영역

본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직무요구

52.6

50.0

관계갈등

38.4

33.3

조직체계

60.2

52.3

직장문화

47.8

41.6

직무요구

52.6

54.1

관계갈등

38.4

33.3

조직체계

60.2

52.3

직장문화

47.8

41.6

남성

여성

○ 조직체계 스트레스란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
통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본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직무
별 조직체계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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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28.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30.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을 한다.
31.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32.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33. 내 현재 직위는 나의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

○ 직무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카지노딜러의 높은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눈에 띈다. 조직체
계스트레스는 콜센터 분야 모두, 카지노딜러의 경우도 상위 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장문
화스트레스의 경우도 남성 카지노 딜러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무요구
스트레스
*p<0.05

관계갈등
스트레스
*p<0.05

조직체계
스트레스
*p>0.01

직장문화
스트레스
*p>0.01

백화점 판매

56.2

28.6

56

38.9

카지노 딜러

60.1

40.4

60.1

57.9

철도/지하철역무원

48.5

37.3

58.9

45.2

철도 객실승무

54.3

41.1

68

41.3

콜센터 안내

55.5

37.1

62.8

43.3

콜센터 텔레마케터

51.7

41.7

70.5

45.8

50

33.3

52.3

41.6

58.4 이상

50.1 이상

62.0 이상

50. 1이상

성별

남성

수행직무

우리나라 남성노동자 평균
우리나라 남성노동자 상위 25% 점수

○ 여성의 경우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요구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카지노딜러의 경우도 상위 25%수준이다. 조직체계스트레스의 경우 카지노딜러, 철도객실승무,
콜센터 분야 역시 상위 25%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갈등에 있어서는 카지노딜러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일과건강

133

직무요구
스트레스
*p<0.05

관계갈등
스트레스
*p<0.05

조직체계
스트레스
*p>0.01

직장문화
스트레스
*p>0.01

백화점 판매

61.3

34.6

55.1

38.7

카지노 딜러

64.9

39.1

67.3

66.4

49

34.4

57.1

42.7

철도 객실승무

56.5

40.7

67.9

46.3

간호(조무)사

74.3

34.3

55.4

47.1

콜센터 안내

59.8

35.7

65

39.8

콜센터 텔레마케터

58.3

37.2

65.3

45.4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평균

52.6

38.4

60.2

47.8

62.6 이상

41.7 이상

62.0 이상

50.1 이상

성별

수행직무

철도/지하철역무원

여성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상위25% 점수

(6) 심리상태
① 우울수준
○ 응답자의 우울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심리 상담이 필요한 집단의 비중이 무려 42%에 이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 수준

응답자(명)

응답률(%)

정상

742

33.4

경도 우울

542

24.4

중등도 우울

373

16.8

고도 우울

564

25.4

심리상담 필요집단(중등도+고도)

937

42.2

합계

2,221

100.0

a. 응답자 속성별 우울수준
○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평가(2009) 결과에서는 남성의 우울 증상 경험률은 10.1%였고 여성
의 경우는 19.8%로 평균 14.8%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조사대상 노동자의 우울수
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물론 본 조사와 국민건강영양평가 조사지 내용은 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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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동자 효과35)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우울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이는 여성 미혼이 많기 때문인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근속은 10년 이하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직횟수는 잦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성별 우울 수준

남성

여성

낮은 우울

응답자(명)

598

684

(정상+경도)

응답률(%)

68.20%

51.10%

높은 우울

응답자(명)

279

655

(중등도+고도)

응답률(%)

31.80%

48.90%

응답자(명)

877

1339

응답률(%)

100.00%

100.00%

계

* p<0.05

기혼

미혼

기타

낮은 우울

66.00%

49.40%

54.50%

높은 우울

34.00%

50.60%

45.50%

계

100.00%

100.00%

100.00%

5년 이하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

낮은 우울

56.00%

49.20%

67.70%

높은 우울

44.00%

50.80%

32.30%

100.00%

100.00%

100.00%

현사업장근속

5년 이하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

낮은 우울

56.60%

50.40%

71.60%

높은 우울

43.40%

49.60%

28.40%

* p<0.05

동종업무총경력

* p<0.05

35) '건강한 노동자 효과' : 직업성 질환 연구에서 최초로 관찰된 현상으로 종종 노동자들은 일반 인구보다 전체 사망률이
더 낮게 제시되는데, 그 까닭은 심각하게 아프거나 계속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고용에서 배제되거나 일찍 퇴직하기 때문
이다.(Tony McMichae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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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00.00%

100.00%

* p<0.05

총 이직횟수

없다

1회

3회

3회 이상

낮은 우울

60.10%

56.80%

51.70%

55.60%

높은 우울

39.90%

43.20%

48.30%

44.40%

100.00%

100.00%

100.00%

100.00%

* P>0.01
b. 노동조건과 우울수준
○ 노동조건과 우울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야간근무일수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
다, 주말근무일수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일생활 양립이 어려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무일수

1일~7일

8일~14일

15일~21일

22일 이상

낮은 우울

60.00%

60.70%

41.20%

22.70%

높은 우울

40.00%

39.30%

58.80%

77.30%

100.00%

100.00%

100.00%

100.00%

주말근무일수

1~2일

3~4일

5~6일

7~8일

낮은 우울

58.40%

70.20%

60.40%

45.60%

높은 우울

41.60%

29.80%

39.60%

54.40%

100.00%

100.00%

100.00%

100.00%

* p<0.05

* p<0.05

일생활 양립

양립하기 힘들다

양립하기 힘들지 않다

낮은 우울

50.60%

74.80%

높은 우울

49.40%

25.20%

100.00%

100.0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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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무관리와 우울수준
○ 노무관리와 우울수준은 아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각 질문영역에서는 회사
의 노무관리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
회사로부터의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경험

있다

없다

낮은 우울

50.20%

72.20%

높은 우울

49.80%

27.80%

100.00%

100.00%

있다

없다

낮은 우울

36.00%

66.80%

높은 우울

64.00%

33.20%

100.00%

100.00%

예

아니오

낮은 우울

53.80%

62.70%

높은 우울

46.20%

37.30%

100.00%

100.00%

그렇다

아니다

낮은 우울

54.90%

58.30%

높은 우울

45.10%

41.70%

46.20%

37.30%

그렇다

아니다

* p<0.05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경험

* p<0.05

모니터링 경험이 있습니까?

* p<0.05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암행 방식은 아니어
야 한다

* p>0.01

평가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인격을 모독하
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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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우울

47.60%

60.70%

높은 우울

52.40%

39.30%

100.00%

100.00%

그렇다

아니다

낮은 우울

45.10%

61.60%

높은 우울

54.90%

38.40%

100.00%

100.00%

그렇다

아니다

낮은 우울

49.90%

64.20%

높은 우울

50.10%

35.80%

100.00%

100.00%

그렇다

아니다

낮은 우울

67.50%

54.20%

높은 우울

32.50%

45.80%

100.00%

100.00%

그렇다

아니다

낮은 우울

71.40%

53.40%

높은 우울

28.60%

46.60%

100.00%

100.00%

* p<0.05

평가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인사고
과가 이루어졌다

* p<0.05

개인 평가 결과를 팀 전체에게 책임지우는
상황이 발생했다

* p<0.05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 p<0.05

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졌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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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감정노동과 우울수준
○ 한편 감정적 노출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집달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야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낮은 우울

85.20%

57.20%

높은 우울

14.80%

42.80%

100.00%

100.00%

* p<0.05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거나 즐
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낮은 우울

80.40%

57.20%

높은 우울

19.60%

42.80%

100.00%

100.00%

그렇지 않다

그렇다

낮은 우울

61.20%

50.20%

높은 우울

38.80%

49.80%

100.00%

100.00%

그렇지 않다

그렇다

낮은 우울

81.20%

56.40%

높은 우울

18.80%

43.60%

100.00%

100.00%

그렇지 않다

그렇다

* p<0.05

나는 일하면서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한다

* p<0.05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 p<0.05

나는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보여주어야 하는
기분을 실제 내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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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우울

56.20%

58.40%

높은 우울

43.80%

41.60%

100.00%

100.00%

그렇지 않다

그렇다

낮은 우울

51.80%

68.10%

높은 우울

48.20%

31.90%

100.00%

100.00%

* p>0.01

나는 내 뜻대로 고객응대를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
다

* p<0.05

내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호의와 협
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낮은 우울

66.40%

57.20%

높은 우울

33.60%

42.80%

100.00%

100.00%

* p>0.01
○ 또한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 인격무시, 폭언, 폭력, 성희롱 경험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경험 여부

없다

있다

낮은 우울

67.80%

33.60%

높은 우울

32.20%

66.40%

100.00%

100.00%

없다

있다

낮은 우울

58.80%

49.20%

높은 우울

41.20%

50.80%

100.00%

100.00%

* p<0.05

고객으로부터 성폭행 경험 여부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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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신체위협 경험

없다

있다

낮은 우울

64.10%

49.40%

높은 우울

35.90%

50.60%

100.00%

100.00%

없다

있다

낮은 우울

69.20%

55.20%

높은 우울

30.80%

44.80%

100.00%

100.00%

* p<0.05

고객으로부터 욕설 경험

* p<0.05
고객으로부터 무시당한 경험

없다

있다

낮은 우울

76.60%

55.10%

높은 우울

23.40%

44.90%

100.00%

100.00%

없다

있다

낮은 우울

70.70%

54.80%

높은 우울

29.30%

45.20%

100.00%

100.00%

* p<0.05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경험

* p<0.05
e. 정신 건강과 우울수준
○ 정신건강과 우울수준간에도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경험이나 자살
시도 경험이 그것이다.
자살충동 경험에 따른 우울수준

있다

없다

낮은 우울

27.50%

71.00%

높은 우울

72.50%

29.00%

100.00%

100.0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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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경험에 따른 우울수준

있다

없다

낮은 우울

34.90%

58.90%

높은 우울

65.10%

41.10%

계

100.00%

100.00%

* p<0.05
○ 업무관련 소진, 고객관련 소진과 우울수준과는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저집단과 고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고집단의 우울수준이 크게 높
은 것을 볼 수 있다.
업무관련 소진에 따른 우울수준

평균점수 이하

평균점수 초과

낮은 우울

80.80%

32.80%

높은 우울

19.20%

67.20%

계

100.00%

100.00%

평균점수 이하

평균점수 초과

낮은 우울

78.50%

36.50%

높은 우울

21.50%

63.50%

계

100.00%

100.00%

* p<0.05

고객관련 소진에 따른 우울수준

* p<0.05
② 자살 충동과 시도
○ 최근 1년 사이 자살 충동 및 시도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충동을 느낀 경험이 무
려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는 시도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국
민의 자살충동 경험 16.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특히 국민일반에는 고령층의 노령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조사 집단의 위
험성이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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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충동 경험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명)

응답률(%)

응답자(명)

응답률(%)

있다

678

30.6

87

4.0

없다

1,541

69.4

2,108

96.0

합계

2,219

100.0

2,195

100.0

○ 한편 자살 충동 경험의 이유는 40%가 직장 내 문제이고 자살 시도 경험의 이유는 34%가
직장 내 문제라고 응답했다.
자살 충동 경험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명)

응답률(%)

응답자(명)

응답률(%)

직장 내 문제

200

40.1

36

33.6

가족/개인 문제

299

59.9

71

66.4

합계

499

100.0

107

100.0

○ 직무별로 살펴보면 자살충동경험이 많은 직종은 카지노딜러로 나타났고 콜센터, 백화점판매
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자살시도 경험은 백화점 판매 분야가 가장 높다.
자살 충동 경험
* p<0.05

자살 시도 경험
* p<0.05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백화점 판매

33.60%

66.40%

9.30%

90.70%

카지노 딜러

44.70%

55.30%

4.40%

95.60%

철도/지하철 역무원

17.30%

82.70%

1.00%

99.00%

철도 객실승무

16.70%

83.30%

2.00%

98.00%

간호(조무)사

17.60%

82.40%

1.00%

99.00%

콜센터 안내

35.90%

64.10%

4.30%

95.70%

콜센터 텔레마케터

25.70%

74.30%

1.40%

98.60%

30.50%

69.50%

4.00%

96.00%

계

○ 자살충동 이유로 직장 내 문제가 가장 높은 직종은 카지노딜러로 60%를 넘는다. 자살시도
이유로 직장 내 문제가 높은 직종은 간호사 직종으로 수는 적지만 100%였다. 그 뒤로 역시 카
지노딜러로 나타났다(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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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충동 이유
* p<0.05

자살 시도 이유
* p>0.01

직장 내 문제

가족/개인 문제

직장 내 문제

가족/개인 문제

백화점 판매

38.60%

61.40%

26.30%

73.70%

카지노 딜러

61.20%

38.80%

48.80%

51.20%

철도/지하철 역무원

18.90%

81.10%

11.10%

88.90%

철도 객실승무

37.50%

62.50%

간호(조무)사

38.50%

61.50%

100.00%

콜센터 안내

23.50%

76.50%

31.60%

콜센터 텔레마케터

20.00%

80.00%

40.10%

59.90%

100.00%

68.40%
100.00%

33.70%

66.30%

(7) 소진, 탈진
○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탈진수준은 해외의 사비서비스직종 노동자보다 거의 두 배 점
수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PUMA*

업무관련 탈진

61.2

33.0

고객관련 탈진

61.5

30.9

*덴마크 국립직업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2004년, PUMA : Project on Burnout,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1,917명의 사회서비스직종 노동자, 83%가 여성)
○ 직무별 소진 상태를 살펴본 결과 업무관련 탈진수준은 궤도분야와 백화점판매 그룹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는 덴마크보다 두 배 이상 점수가 높다. 고객관련 탈진
역시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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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소진

고객관련소진

백화점 판매

59.3

57.5

카지노 딜러

72.4

71.0

철도/지하철 역무원

47.7

51.8

철도 객실승무

54.9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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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68.3

65.6

콜센터 안내

70.2

69.8

콜센터 텔레마케터

68.2

66.9

합계

61.3

61.6

(8) 개선대책
○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역할에 대해 “고객으로부터의 회피”를 1위
로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상위에 올라와 있는 영역은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여야 한
다.”,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
져야 한다.”, “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한다.”, “암행 방식(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등)의 모니터링은 없애야 한다.”
등으로 요약됨.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역할(1순위)
①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스트레스나 폭력을 인지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야 한다.

백분율
22.1

③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여야 한다.

17.5

⑤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15.1

④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12.1

⑨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한다.

10.7

⑧ 암행 방식(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등)의 모니터링은 없애야 한다.

6.1

⑪ 가해 고객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4.6

②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회피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2.9

⑮ 기타

1.8

⑬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8

⑦ 친절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없애야 한다.

1.6

⑫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1.2

⑥ 친절 평가 결과가 낮다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는 없어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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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역할(1순위)

백분율

⑩ 회사 내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0.8

⑭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심리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

0.7

계

100.0

○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서는 순위가 다소 바뀌고 있는데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가 1위로 나타나고 있고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스트레스
나 폭력을 인지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
여야 한다.”, “암행 방식(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등)의 모니터링은 없애야 한다.” 등
으로 법제도 개선 영역에 대한 유사한 응답을 하고 있다.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영역(1순위)

빈도

백분율

④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379

17.9

⑤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311

14.7

258

12.2

228

10.8

197

9.3

167

7.9

⑪ 가해 고객에 대한 적극적 형사 처분(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123

5.8

②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회피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101

4.8

⑬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99

4.7

⑫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61

2.9

⑥ 친절 평가 결과가 낮다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는 없어야 한다.

57

2.7

⑦ 친절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없애야 한다.

57

2.7

50

2.4

⑨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
어가 있어야 한다.
①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스트레스나 폭력을 인지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권
리가 주어져야 한다.
③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여야 한다.
⑧ 암행 방식(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등)의 모니터링은 없애야
한다.

⑭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심리 상담을 받게 해야 한
다.

146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영역(1순위)

빈도

백분율

⑩ 회사 내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29

1.4

⑮ 기타

3

0.1

2,120

100.0

계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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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소개

박성희(㈜마음의 숲 상담실장)

Ⅰ.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연구계획서
1. 연구주제
감정노동으로 인한 증세와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2. 방향과 목적
○ 서비스업 감정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증세 (우울, 대인기피증, 소화불량, 공황장애, 강박증, 불
감증,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울화병, 은둔형 외톨이, 음주, 흡연 등)의 완화를 위한 집단상담,
치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증세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완화, 건강한 직장생활에 기여
○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성장 및 가족관계 개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재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조사는 많지만 감정노동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은 없는 상
태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노동의 가치 인정을 위
한 중요한 활동이 되도록 함

3. 연구팀 구성 및 역할
1) 구성 : 마음의 숲 내외 전문 심리상담 및 심신치유 연구역량 6명
2) 역할 : 면접조사, 잠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연구, 프로그램 자료집 제작, 강사(진행)
역할 등
3) 운영 : 주 1회 운영을 기본으로 사안별 운영

4. 프로그램 연구과정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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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일정

연구사업 기획
연구팀 구성

1단계

연구목적, 일정, 연구팀 구성, 사업내용 등 전반적 기획

3월
2-3주

마음의 숲 자체역량 및 외부 연구역량(6인)
감정노동 학습 (민간서비스연맹, 인권위, 논문 등)
강의 : 강사 섭외

3월말

면접조사

유통, 판매 노동자 면접 인터뷰 (노동조건, 근무현황, 스트레스
증세, 해소방안, 기업이나 노조에 바라는 점 등 조사)

4월 초

조사분석 및
치료요인 선정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증세(심리적 고통, 대처방안 등) 및 치
료요인 분석

4월
중순

3단계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프로그램 등을 참조하여 증세나 요인에 맞추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4-7월

4단계

교재 작업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 교재작업

7-8월

5단계

프로그램 시연

학습

2단계

개발된 프로그램 시연을 통한 수정보완, 평가

9월

2) 감정노동 주요증세 및 치료요인 진단
◉ 감정노동 주요증세
심리 정서적 특징
- 고객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상황
무력감

- 비상식적인 일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

수치심

- 억울하게 당하는 대도 웃으라고 하는데서 느끼는 무력감, 자괴감, 수치심

자괴감

늘 반복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참아야 하므로 무기력해짐

무감정

감정에 무뎌진다.
- 대인기피증, 우울, 화병, 욱하는 증세,

분노, 화,
공격성

- 성격이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변함. 다혈질,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욱하거나 감정이
폭발한다.
가족들이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졌다고 한다.
자기도 그런 대우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다. (2명)
가족과의 관계 악화

가족들이 성격이 과격하고 공격적, 짜증, 예민, 걸걸, 까칠해졌다고 함
가족과 아이들에게 화풀이
가족과 대화가 줄고, 아이들이 징징대는 것을 못 참고 소리지름
업무에 대한 태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 사람들을 좋아하고 활발한 편, 친화력이 늘었다.
- 성격과 맞다. 진상고객만 아니면 할만하다.
- 생계수단. 주부가 일할 만한 곳이 없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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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에 대한 요구
스트레스 해소방안
음주
직원간 서로 다독이기, 직원끼리 모여서 진상고객 욕하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화풀이
운동, 여행, 문화생활(영화, 연극관람)
원하는 개인적, 환경적 변화
회사가 직원에게 너무 감정노동 서비스, 친절강요를 안하고 잘해주면, 휴식공간이나 시간보장
서비스 직종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가족의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 가족교육 필요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바람이나 생각
만들어지면 권장해서 받도록 하겠다. (조합원 교육에서 시범교육 등...)
받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효과성 모르겠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치유 방법(즉각적 전화상담, 스마트폰 어플, 사내상담실 등)
정체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치료요인
1. 감정표현과 정화
감정노동 과정에서 쌓인 각종 억울한 경험이나 분노 등을 표현하고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2. 자존감 강화
- 정서적 증세는 무기력감, 수치심, 분노, 우울, 공격성으로, 1차적 감정이 무기력감, 수치심이며,
이 감정으로 인해 분노나 공격적 행동이 나옴.
- 따라서 무기력감과 수치심을 치유하는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3. 자기정체성, 노동의 의미에 대한 확인
4.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치유 능력

Ⅱ. 감정노동 프로그램 개발팀 활동 및 운영과정
1. 활동내용
- 감정노동 관련 자료검토 및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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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면접인터뷰
-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증세와 치료요인 진단
- 치유 프로그램 목표와 구성요인 진단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각 회기별 프로그램 세부안 마련
- 프로그램 내부 시연을 통한 프로그램 체계화
-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시연교육
- 민간서비스 연맹 전체 조합원 교육(스트레스여 가라~~)

2. 개발팀 활동일정
3월부터 10월까지 총 21차 회의를 통해 선행연구조사, 학습, 인터뷰,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평가를 진행함
회의

일정

내용

1차

3월 14일 1시

감정노동 프로그램 연구팀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2차

3월 19일 4시

자료 및 논문 읽고 감정노동 증세, 치료요인 등 토론

3차

3월 25일 7시

감정노동자의 현실과 스트레스 요인 등 강의(민간서비스연맹)

면접조사

면접조사 진행 : 홈플러스, 블루벨코리아, 엘카 등

4차

4월 11일 2시

면접조사 결과 공유

5차

4월 19일 7시

면접결과 분석을 통한 치료요인 진단

6차

4월 29일 12시

감정노동 프로그램 논의

7차

5월 9일 11시

감정노동 주요증세와 치료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맵 그리기

8차

5월 16일 11시

프로그램 목적, 기대효과, 전체적인 맵 논의(서비스연맹참석)

9차

5월 23일 2시

각자 프로그램 전체 기획하여 토론

10차

6월 20일 1시

전체 회기별 프로그램 점검

11차

6월 27일 1시

회기별 수정보완 토론

12차

7월 4일 1시

회기별 수정보완 토론

13차

7월 18일 1시

감정노동 시연 (1회기)

14차

7월 25일 10시

감정노동 시연 (2-3회기)

15차

8월 13일 11시

감정노동 시연 (4회기, 명상훈련)

16차

8월 27일 10시

감정노동 시연 (5,6회기)

17차

8월 29일 10시

감정노동 시연 (7,8회기)

18차

9월 5일 10시

감정노동 프로그램 전체안 검토

19차

9월 26일 1시

민간서비스연맹 시연 집단프로그램 평가 및 보완

20차

10월 3일 10시

집단 프로그램 보완을 위한 2차 논의

21차

10월 31일 7시

전체 프로그램 개발 과정 평가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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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정노동 프로그램 개발과정
1.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구성안
1) 프로그램 목표
∙ 감정노동자가 기업 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겪는 개인적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기
∙ 감정노동으로 인해 겪은 심신의 스트레스 자각 및 해소
∙ 심신의 회복 및 대응 능력 향상
∙ 사회적 지지망 확보(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개선)
∙ 삶, 일, 관계 속에서의 의미 찾기
∙ 감정노동자들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돕기
2) 프로그램 구성
∙ 구성 : 1회기(2시간) * 8회 = 8회기(총 16시간)
∙ 참여인원: 10~15명
∙ 진행방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등 기본적인 설비가 장착된 소규모 강의실에서 집단리더
1명이 진행
3) 감정노동 프로세스
감정노동자는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을이다. 갑-을 구조의 압박 속에서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개인은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 또는 <위조>해야 한
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 속에서의 감정의 억압과 위조는 감정노동자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
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보면 직무스트레스에 포함되며,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개
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첫째, 갑-을 구조에서 감정노동에 장기간 노출된 개인은 자신이 겪는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구조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성격, 대응능력, 감정처리 등의 문제로 보며 자기 탓(문제의 개인화)
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개인화는 개인의 구조적 변화 노력을 좌절시키며 무력감을 야기
한다.
둘째, 감정노동의 내면화는 노동자의 심신에 소진, 탈민감화, 트라우마(진상고객), 자기소외(도
구화)를 야기하며 이는 우울, 불안 같은 구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강도 높은 감정노동에 장기간 노출된 개인은 그 여파가 개인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며
이는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전가(전위), 위축된 대인 또는 가족 관계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을 약화시켜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상의 심신-구조-관계 요인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악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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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감정노동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
탓으로 돌린 개인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전가하여 관계가
악화되고 그렇게 악화된 관계는 개인의 우울이나 불안을 악화시키게 된다.

4) 감정노동 치유 프로세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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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노동자 면접내용
▣ 면접문항
면접 일시 및 장소
면접 대상자 이름

면접자 이름

1) 개인 및 직장현황
성별

나이

혼인 여부

가족관계

일의 종류

근속연수

2) 직장 현황 및 업무만족도
○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기간? 현재의 일 직전에 했었던 일이 있다면 무
엇인가?
○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노동 스트레스, 성희롱, 진상고객, 동
료 및 관리자와의 관계, 업무로 인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
○ 성희롱이나 진상고객을 대했을 때 내 감정이나 정서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경험을 한 이후
감정조절 경험, 회사나 노조, 주변 동료의 지원 여부?
○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지·안 맞는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 현재의 일을 0년간 해오면서 내 성격이나 태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3) 감정노동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증세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또는 주변직원)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세는?
4)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주, 흡연, 운동, 여행, 문화생활(영화, 연극), 지인(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화풀이
5)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개인적인 노력
주변 동료
노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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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7) 기타

▣ 면접내용
○ 면접조사 참석자 (총 14명)
분 류

성별

나이(세)

결혼여부

자녀

업종

근무지

업무형태

근속연수

면접자1

여

30대

기혼

2명

유통업

백화점

판매

16년

면접자2

여

40대

기혼

2명

유통업

백화점

판매

13년

면접자3

여

40대 후반

기혼

2명

유통업

마트

계산대

10년

면접자4

여

40대 후반

기혼

2명

유통업

마트

판매

10년

면접자5

여

50대 초반

기혼

2명

유통업

마트

판매

10년

면접자6

남

40대 중반

기혼

2명

유통업

마트

관리직

13년

면접자7

여

30대

미혼

유통업

백화점

판매

14년

면접자8

여

40대

기혼

2명

유통업

백화점

판매

10년

면접자9

여

40대

기혼

2명

유통업

백화점

판매

15년

면접자10

여

40대

기혼

2명

유통업

백화점

판메

10면

면접자11

남

44세

기혼

무

숙박업

호텔

식음료
서비스

18년

면접자12

남

36세

기혼

2명

//

호텔

프런트

10년

면접자13

남

44세

기혼

2명

//

호텔

조리

17년

면접자14

남

37세

기혼

2명

//

호텔

조리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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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

A백화점

면접인원

1명

업무

화장품 판매

근속연수

13년

1) 직장 현황 및 업무만족도
①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진상고객들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전반적으로 화보다 수치심이
더 크다. 신세계 영등포점에서는 대기시간이 3분이 걸렸다며 소송을 내겠다고 난리치는 고객
(타업체), 화장품을 던져서 옷에 거울 파편이 튀어 상처를 입은 경우,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서
화장품을 못 받았다며 클레임을 걸어 그럴리 없다, 확인하시라고 하자 구매자 남자친구가 생선
회를 들고 백화점에 찾아 온 경우(타업체), 미성숙한 고객들이 화풀이 하는 경우
○ 7년 정도 전까지는 폭언에 그쳤으나, 그 이후로는 물건을 던지는 등의 상해 사건으로 옮겨
가기 시작. 예전에는 고객만족실 등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였으나 어느 시점인가부터
고객은 왕이라는 서비스 교육이 실시되고, 고객들의 비상식을 받아주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 시
작, 지나친 과잉 서비스 경쟁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문제 발생
○ 백화점 측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아님에도 고객에게 사과편지 등을 요구, 신세계, 현대 등은
블랙리스트를 동해 진상고객 관리
○ 감정노동자의 경력이 높을수록 회사측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본사에서는 원
칙대로 처리하라고 해도 백화점 측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장에서 고객에 대한 리스크(불만처
리, 사과 등)를 수용하도록 강요한다.
○ 백화점 측의 노동자에 대한 업무시간 관여(휴가, 간식시간 체크)
○ 한명 퇴직시 업무 부담을 구성원 모두 나누어야 함(인원 충원시 본사는 물론 백화점 측의
면접도 필수)
○ 주5일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매출이 인격이라는 인식)
○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시설이 백화점 내에 존재하지 않음(탈의실, 화장실 등의 이
용시 지하까지 내려가서 별도 이용해야 한다.
○ 임신의 경우 은근히 백화점 측에서 압력을 넣는다.
②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
는지?
○ 잘 맞지는 않다, 생계형이다.
③ 현재의 일을 18년간 해오면서 내 성격이나 태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 다혈질이 됨(분노 조절 어려움), 일상적인 불안, 손님(사람)이 모여 있는 것만 봐도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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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무기력, 일의 의미, 재미를 잃게 됨, 삶의 질 저하, 억울함, 감정 폭발, 일상적 불안
○ 늘 반복되는 일과 반복적으로 참아야 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짐.
④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같은 나이 또래의 집단에서는 월급이 많다. 회사의 복지가 좋다.
○ 감정복지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다른 회사보다 일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는 느
낌이다.
○ 생계형이다.
○ 노조가 있다.
2) 감정노동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증세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또는 주변직원)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세는?
○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휴일에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 욱한 증세, 감정이 폭발한다.
○ 다른 곳에 가서도 불합리한 일에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며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
어도 진상고객들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
○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려고 한다.
○ 고객이 화장품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다.
○ 자신만의 시간이 없다.
3)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직원들과 서로 다독임.
○ 음주, 흡연
○ 가족들에게 화풀이 한다.
4)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 본사의 입장과 백화점의 입장이 상식적인 선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일에 대한 책
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진상고객 상대 후, 무단결근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잦아 나머지
일에 대한 부담을 동료들이 다 져야한다.
○ 사회 인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구매 고객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특히 80년대 후반, 90년
대 초반) 진상의 정도가 심하다.
5)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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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싶은 생각은 있다.
○ 프로그램보다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 백화점등에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 본인의 자가 치유 방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 가족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들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다. 그들에게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실제로 처음에는 감정노동
자에 대해 이해를 못하다가 배우자의 업무를 도와주러 백화점에 방문하여 상황에 대해 이해하
게 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해 기본적인 공부를 하게 됨으로서 배우자의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
등 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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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상

B사

면접인원

3명

업무

계산대, 판매

근속연수

10년

1) 직장 현황 및 업무만족도
①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기간? 현재의 일 직전에 했었던 일?
직원 A: 계산대 / 직원 B, C: 판매, 근무기간 10년
②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 모두: 계산대, 판매에서 일하는 데 계산대 일이 제일 힘들다. 마지막 계산창구에서 스트레
스 받은 것 해소한다.
○ 직원 A: 사람들이 돈 계산에 민감하다. 반말하는 게 힘들다. 돈 집어던지고 계산원이라고
무시하고, 인상 썼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 물건 소중히 안 다루고 던지듯이 줬다고, 무거운 짐
카트에 놓고 옮겨달라고 하고, 유모차 바구니에 있는 물건에 대해 고객님 계산했어요라고 물으
면 도둑으로 취급했다고 화내고
○ 직원 B,C : 매장 물건 몰래 그냥 가져가는 사람 많다. 젊은 사람들도.
○ 직원 B: 나는 판매 쪽에서 일하는 데 물건 신선도가 떨어지면 30%할인 판매하는데 어떤
고객이 와서 40%로 할인해달라고 술먹고 와서 1시간을 괴롭혔다.
○ 직원 A: 고객의 특징은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해, 회사 발전을 위해서 그 직원 그만두라고
하라고 한다.
○ 직원 B: 시식코너에서는 가족 다 데리고 와서 먹고, 물건 좋은 거 골라달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물건을 골라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화하거나 쫓아와서 ‘미친년 이런 걸 골
라줬다고 너나 먹으라고 하고’
○ 직원 C: 요새는 고객이 너무 많이 알고 따진다.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무
조건 죄송하다고 하니 우리가 부대낀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괜찮은데, 무조
건 잘못했다고 하라니 미친다.
○ 직원 A: 어떤 사람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오버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
다. 무던하게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 잘못해도 자기가 쫒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 얼마 전에 한 아가씨 직원이 회사를 그만뒀다. 공황장애라고 하더라. 그날 그 직원이 자기
휴무일에 나와서 화장도 안하고 껌을 짝짝 씹고 그래도 유니폼은 입고 매장 돌아다니며 고객
님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다니고, 갑자기 울면서 직원이름을 대면서 죽인다고 하고 미친 사람처
럼 보이더라. 결국은 아버지가 와서 데려갔고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받았다고 하더라. (산재처리
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그런 걸 몰랐다. 노조에 이야기해볼걸 그랬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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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고객”이다. 상사와의 관계는 부서에 따라서 갈등이 심
하기도 하다. 우리를 무시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부서는 많이 좋아졌다. 상사와의 관계
는 사람 따라 다르다.
③ 성희롱이나 진상고객을 대했을 때 내 감정이나 정서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경험을 한 이후
감정조절 경험, 회사나 노조, 주변 동료의 지원 여부?
○ 직원 B: 한 시간 동안 고객이 깎아 달라서 행패를 부리고 가고나니 미칠 것 같더라. 뚜껑이
열리고 울화가 치밀어서 패고 싶었다.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약한 직원들
은 울기도 한다. 그래서 높은 사람 나오라고 소리 지르니까 지원팀장이 나와서, “고객님 우리
직원의 작은 실...”수라고 이야기하려고 해서, 내가 말을 자르고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회
사 규정대로 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상사가 말도 못하고 뭉기적대다가
결국은 라면 5개 주고 마무리했다.
○ (성희롱은 없는지) 우린 성희롱은 없다. 누가 우릴 성희롱 하겠냐..[웃음]
④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
는지?
○ 직원 C: 대부분 엄마고, 일은 해야 하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 하던 일 하는 것이다. 전혀
안 맞거나 꼭 맞기야 하겠나.
○ 직원 B,A: 직원들과 친하게 잘 어울릴 때는 잘 맞고, 고객 트러블 있을 때는 안 맞기도 하
다.
○ 직원 C: 다른데도 다 스트레스는 있지 않겠냐.
⑤ 현재의 일을 해오면서 내 성격이나 태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 직원 A: 가족들이 내 성격이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 예전에는 무조건 참았
는데 이제는 팍 싸붙인다. 많이 이해하는 성격이었는데, 아무래도 파업이후 그렇게 된 것 같다.
경찰 전경과 싸우고 회사하고도 싸우다보니 (그럼 그건 일 때문이 아니라 노조활동 때문인가
요)
○ 직원 C: 그니까 그게 노조 때매 그런 건지, 이 일을 하다 보니 그런건지, 나이먹어 그런건
지 어떻게 알겠어? 이런 프로그램 하다보면 알게 될 수도 있겠지.
⑥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직원 A,B: 이 일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동료만난 것이다. 10년 동안 일해 왔고 우리
는 조합으로 묶여있어서. 우리는 빵동기다. 투쟁할 때 2-3일 주말만 버티면 되는 줄 알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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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가 고생을 다 같이 했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큰 유대가 없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 속
에서 진짜 가까워졌다. 친척들보다 반갑고 매일 봐도 반갑고 친동생 같고, 파업후에 끈끈한 정,
조합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챙겨주고 해서 비조합원과의 갈등도 거의 없다.
○ 직원 C: 처음에는 미워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조합원들이 열심히 해서 생각도 오해
도 많이 바뀌었다. 비조합원들도 조합덕을 많이 보는 것을 알고 있다.
2)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모두: 다른 것은 별거 없다. 그냥 술 한 잔하고 욕하고, 근무지 근처 사무실에서 고객 욕하
고, 우리 직업이 그러니까. 며칠정도 간다. 그 고객이 또 오면 가슴이 떨린다.
3)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 직원 C: 회사는 뭐든 고객입장에서 생각하지 단 1%도 직원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 고
객은 왕 취급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작아진다.
○ 직원 B: 직원에게 잘해주면 결국 우리가 고객에게도 잘 하게 되는데
○ 직원 A: 월급부터...[웃음] 상사들도 우리에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내고. 일요
일도 못 쉬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일요
일에 같이 쉬고 싶다.
4)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 직원 C: 나 스스로 그것이 스트레스인지 모름. 그냥 순종함. 직업이니까. 프로그램 하다보
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스스로 얼마나 스트레
스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 직원 A: 클레임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받는다면. (물론 크레임받는 경우에
는 성격이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만 받게 하면 이상한 사람만 받는 걸로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받기 원하겠는가)
○ 직원 C: 나 스스로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일하니 하면서 내 성격이나 문제 등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권장해서 받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이나 주
변관계 등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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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일시 및 장소

C사

인원

1명

업무

식품

근속연수

13년

1) 직장 현황 및 업무만족도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기간?
○ 2000년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했다. 곧 정직원이 되고 6개월 만에 대리, 과장이 되었다.
②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 회사가 감정노동 서비스를 강요한다. 웃어라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대 인사
가 있다. 안하면 미스테리쇼퍼에게 적발되어 교육시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감정과 다르게
말하고 웃어야 하니까.
○ 진상고객은 시식 고객 중 계속 먹는 사람, 빨리 구워라, 이쑤시개 잡고서 종알종알, 싫은 내
색도 못하고. 물건 잘못 되었다고 직원에게 욕해도 표현 못하고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회사는 아무리 고객이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
러다보면 이미 기죽게 된다.
○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서는) 계산대, 고객만족센타로, 물건이 맘에 안 들면 계산대 가
서 화풀이하고, 반품 물건 다루는 고객만족센터도 힘들다. 이들은 하루에 평균 5-6명의 진상고
객을 대해야 한다.
○ (혹시 직접 경험한 게 있다면) 입사 1년 후 닭꼬치를 만들었는데 저녁이 되면 딱딱해진다.
손님이 사갔다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던졌다. 다행히 맞진 않았는데, 욕하고 가버렸다. 혼자 멍
하고 있다가 쫒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혼자 삭혀야 했다. 술 한잔하면서 풀었다. 부당한
행동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감
○ 고객이 뭐라고 해도 왠만하면 달래서 보낸다. 손님 컴플레인으로 과장이 5만원까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사유서 작성하면 되니까
○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이 왕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어떤 경우든 환불해주라며 상식적으로 이
해가 안가도 그러라고 하니 이런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과당경쟁의 폐해가 진상고객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는 블랙 컨슈머를 상진이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
③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
는지?
○ 성격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주부입장에서는 갈 데도 없고 직장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 너무 좋고 그나마 아이들 뒷바라지에 기여하니 좋아한다. 직원 4200명중 800명이 조합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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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보람이라면 예전 기억이 많다. 내가 집안일도 안하고 보수적인데, 이 음식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설거지도 하게 되고 음식도 만들다보니 재미있고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보고 직원들이 좋
은 음식 아이디어내면 상금도 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시도해본 것이 재밌고 보람
있었다.
2) 감정노동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증세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또는 주변직원)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세는?
○ 본인이 일을 마치고 다른 매장에서 장을 볼 때 자기가 배운 것에 기초해서 트집을 잡는다.
자기도 그런 대우 받아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다.
○ 고객의 폭행이 종종 있다. 물건 계산하다 고객이 물건을 던져서 상해를 입었을 때. 한번은
장바구니 할인을 부부가 와서 해달라고 하니, 1개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술 취한 남편이 커피박
스 던져서 상해를 입은 적도 있다. 고소고발하고 그 직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받았

고, 산재치료를 받았다.
3)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음주
○ 노조에 동아리활동이 단협으로 보장되어 있다. 1인단 2개씩 가입가능하고 회사가 각 2만원
씩 지원해준다. 거의 전직원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 여행, 사진, 영화, 베드맨튼, 축구, 등산, 낚
시 등 거의 2천명이 참석하니 회사가 비용부담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
고, 갔다 와서도 근무처에서 며칠간 이야기하고, 가끔씩 동아리활동에 참여한다.
4)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 모두들 일하기 싫지만 돈 때문에 한다. 그렇지만 일하다보면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무엇이 제일 힘들게 하는가) 첫째가 동료나 상사, 둘째가 일, 물건 진열 등과 같은 일, 셋째가
고객이다. 고객과 관련된 일은 터지면 크게 터진다. 고객이 담당자 나오라고 하니, 협력업체 직
원이 나오니 나를 우습게 안다며 일반직원 나오고, 과장까지 5명이 호출되었다. 고객이 무릎
꿇고 빌라고 했는데 과장이 무릎 꿇고 빌자 5명이 다 빌었다. 그 후에는 높은 사람 나오라면
매니저가 나간다.
○ 동료, 상사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같이 일하는 직원끼리 존칭쓰기, 언니 말고 님으로 하기,
1년 이상 하니까 많이 순화되었다. 상사가 직원 함부로 대하는 것 등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5)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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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단협으로 정기적인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했고, 연계 지정 병원도 정
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어서 더 진척이 안되었다.
○ (치유프로그램을 만들면 임단협이 끝났는데 반영할 수 있는지) 문제가 심각하면 회사를 논
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 현재도 점포별, 회사별로 강사섭외해서 소통, 자녀교육한다. 지금
순수하게 희망자 찾기는 어렵지만 조합원 총회 등에서 시범 교육 등을 진행해보고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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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일시 및 장소

D사

인원

1명

업무

백화점 판매 매니저

근속연수

16년

1) 직장 현황 및 업무만족도
①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 가끔 예전의 일을 떠올릴 때 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뛴다. 수치심을 느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는 홧병이라며 한 달 정도의 휴식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여서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보다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백화점
에서 판매를 할 때는 하루 14시간을 쭉 서서 일하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와서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많이 호전되었다.
○ 이러한 인터뷰가 가끔 있어서 스트레스 수치 등을 조사하였으나 사후 조치가 없고, 메스컴
의 인터뷰와 측정 등에 참가 했던 직원들은 방송에서 감정노동자의 상태(자살 가능성, 우울
등)가 심각하다는 방송을 접하고 오히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졌다고 한다.
○ (백화점 근무시의 상황) 예전에(약 10여 년 전)에는 그래도 백화점에 고객상담실 등에서 진
상 고객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오면 상식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 이후, 고객이 왕이고, 실적이 인격이다...등을 강요받으며 비상식적인 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야 하는 입장이다.
○ 또한 본사의 입장과 백화점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한다. 본사에서는
상식선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만 백화점에서는 무조건 백화점 판매원에서 친절과 사과를 강
요하여 실제로 백화점 근무시에 다른 고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
한 적이 한번, 고객상담실에서 고객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경험이 있다.
○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을 들어오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무조건 정신
교육(친절교육의 일종)을 다녀와야 하고,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2차적
인 수치심이 유발된다.
○ 무조건적으로 고객의 기대치에 반응해야한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다. 콜센터의 경우 표정을
숨길수도 있고, 송화기를 막아서 듣기 싫은 소리를 차단할 수 도 있으나 고객을 직접 면대면으
로 마주해야하는 백화점 노동자의 경우 모든 상황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표정이 왜 그러느
냐, 듣는 태도가 왜 그러느냐 등 굉장히 여러 부분을 감수해 내야하고 그것으로 오는 스트레스
도 만만치 않다.
○ 감정노동자들은 머리, 가슴, 몸이 한꺼번에 병이 든다. 몸으로 올 수 있는 병은 다 오고 감
정까지 다친다.
○ 이와 같은 일로 회사 내에서도 2~3명 정도가 자살을 하였지만 쉬쉬하고 있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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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희롱이나 진상고객을 대했을 때 내 감정이나 정서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경험을 한 이후
감정조절 경험, 회사나 노조, 주변 동료의 지원 여부?
○ 화장품을 발라달라며, 손길이 좋다는 등, 남편이 좋아하겠다는 둥, 그 손으로 나도 좀 만져
달라는 등...성희롱이 잦다. 이것은 남성백화점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럴 경우 본사 규정
은 이러지 마시라며 대처하라고 하지만, 백화점에서는 받아주라고 한다. 콜센터 같은 경우는
녹취로서 증거가 남지만 백화점에서는 CCTV 조차 고객 위주(통로에서 넘어진다든지, 부딪혀
다친다든지)로 배치되어 있어서 매장 안에서의 일이 녹화되거나 성희롱에 대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③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
는지?
○ 사람들을 좋아하고, 활발한 편이며, 화장품을 다루는 전문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격과
맞다.
④ 현재의 일을 18년간 해오면서 내 성격이나 태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 처음에는 없었던 홧병이 생겼다. 예전의 일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린
다. 사람 많은 곳에는 가기도 싫다. 감정에 무뎌진다. 일상적인 상황에도 욱하거나 감정이 폭발
한다.
○ 가족과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될 까봐 신경 쓰인다.
○ 생리불순등의 증상이 생기고, 다른 곳에 가서도 습관적, 의무적으로 먼저 인사하게 된다.
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같은 나이 또래의 집단에서는 월급이 많다. 또한 이 정도 세월을 견디고 이만큼 올라왔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 생계형인 부분도 있다. 처음 직업으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
한 부담감이 있다.
○ 외국계회사로 복지가 좋고 애사심도 있으며, 여자로서 화장품 브랜드 자체가 좋다.
2) 감정노동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증세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또는 주변직원)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세는?
○ 모든 증상이 다 생기는 것 같다. 신체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며, 생리
불순 등의 증상이 생긴다.
○ 우울증, 화병, 욱한 증세, 감정이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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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에 가서도 불합리한 일에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며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어
도 진상고객들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
○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려고 한다.
○ 고객이 화장품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비상식적인 일에도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할 때 나오는 수치심이
다. 돌아보면 화가 났던건 기억이 안 나지만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
생하며, 이러한 수치심이 백화점의 강요로 2차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데에 있다.
3)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직원들과 서로 다독임.
○ 무조건 참는다. 병원에서 정신과를 권했지만 왠지 약을 먹고 하는 것이 병자로 낙인 찍힐까
봐 조심스럽다.
○ 본인은 흡연을 안 하지만 음주와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4)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 진상고객을 상대하고 나서 말없이 결근하거나, 문자하나 보내놓고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럴 경우 그 역할을 나머지 사람들이 분담해서 떠맡아야 한다. 주5일이 아니라 담당자가
맡은 일을 해야 할 때 까지 매일 14시간 근무, 주7일을 다 출근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측은 직원 한명을 충원해야할 때 마다 백화점 자체 면접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휴식시간
까지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 우리는 노조가 있어서 그나마 보호받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
5)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 받고 싶은 생각은 있다. 그러나 효과성은 모르겠다.
○ 진상 고객을 상대하다보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수치심을 느껴서 바로 그 즉시 치유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상담을 받으려니 일주일 후에 오라더라. 그 정도면 이미 회사를 그만 두거
나 나름대로의 해결을 한 상태이다. 물론 장기적인 상처 치유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해
결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즉각적 전화상담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 백화점등에 상담실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 시대에 맞게,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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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

E사

인원

1명

업무

매장관리

근속연수

14년

1) 직장 현황 및 업무만족도
①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기간? 현재의 일 직전에 했었던 일?
○ 근속년수 14년으로, 과거엔 일반 사무직으로 있다가 브랜드를 옮겨다님. 처음에는 매장 알
바부터 시작. 백화점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 면세점으로 옮겼고, 현재 브랜드 내에서는 슈퍼바
이저(매니저)로 있다.
○ 여자들이랑 일하다가, 남자들이랑 일하다보니 뒷다마도 많고 삐지기도 잘 삐지더라. 사무실
의 문화가 안맞고 답답했다, 요리 부문은 시급이 낮았고, 인터넷으로 옷 판매도 순수익은 낮더
라. 이 정도 월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여길 떠나는 사람들도 여기로 돌아온다.
②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 이 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일의 <프라이드>를 못 갖는다는 것이다. 여자가 하기에는 휴무
나 생활조건상 괜찮지만, 사회인식이 서비스업종에 대해 좋지 않은 것 같다. 정신적 스트레스
가 많고 책임은 온전히 슈바에게 주어지지 구조가 더 힘들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재고가 맞지
않으면 슈바가 채워넣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든 것(진상
고객, 교환, 환불 등)은 책임지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다.
○ 오래 일하다 보니까, 대인공포증, 우울증이 밑바닥에 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항상 스트
레스이다. 매니저 일을 하니까 본사와의 관계도 스트레스다.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굉장
히 많은데 본사와의 관계, 손님들의 특성,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본사는 매뉴얼 하나로 이
를 다루려고 한다. 판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첫인사부터 끝인사까지 수시로 감시, 체크하러 온
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 한 달에 한 번 있는 매니저 회의에서 미스테리 샤퍼의 순방결과를 보고하고 매출에 대한
압박도 심해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돈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자
긍심을 가질만한 계기가 별로 없다.
→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며, 자신이 여기에 일하는 것 대한 의미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③ 성희롱이나 진상고객을 대했을 때 내 감정이나 정서상태는 어떤지, 그런 경험을 한 이후 감
정조절 경험, 회사나 노조, 주변 동료의 지원 여부?
○ 집에 가면 연산군이 된다. 리미티드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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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조직사회라는게, 반 연예인이다. 인터넷에 불친절같은 민원이 뜨면...웃고 싶지 않지
만 늘 웃어야 한다. 내가 항상 최적의 컨디션이 아닌데도
○ 만약 진상고객이나 문제가 발생되면 걸리면 반성문이나 개선관련 문서 등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다.
○ 감정적인 어려움, 기분이 좋을 일은 별로 없다, 고객님은 너무나 다양하다. 대륙분(중국인)
들은 너무나 예의가 없다,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 직원이 다 해야 한다. 고객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컴플레인을 처리하고, 결론은 고객이 원하
는대로 처리해주고... 판매 현장에서는 직원에 대한 보호법, 상황해결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쟁에 던져놓은 것 같다. 물건을 잘 만들었으니 너희는 그냥 알아서 팔아라는 식이다.
인권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 처음에는 대우가 안 좋았지만, 노조가 생기면서 좀 달라졌다. 그런데 회사에서 매수를 해서
RPM이라는 직책을 줘서 현장직원을 감시하라는 역할을 주어, 직원을 감사하고 업무에 간섭하
는 것이 말이 안된다. 노조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을 없애고, 탈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노조
가 뭔 필요가 있냐 등의 말을 하며 노조를 핍박하는 역할을 한다.
○ 우리는 파견직원이다. 워커힐에 맞춰야하는데, 파견직원의 대표가 없다. 그런데 이들 RPM
이 대표처럼 나왔지만 결국 이들이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쉬는 시간도, 제 시간에 쉬면서도 신경이 쓰이고 ,잘 못 웃는데 수시로 웃으라는 이야기를
하며 잔소리를 한다. 현장 사람들은 싫어한다. 화장이 옅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손님에게 왜 안
웃니. 매장에 있어야 한다 등등의 간섭을 하며, 팀원끼리의 역할분담이 있는데 RPM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리듬이 깨진다.
○ 기밀준수서약서라는 것을 쓰게 하고 싸인을 받게하여, 회사를 그만두고도 적용되고, 본사에
서의 매장 관리자(BM)가 빨리 매장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밀유지서에 싸인을 하라는 압력을 가
한다.
○ 현장에선 20년이 된 사람도 있는데, 본사에서는 3년 정도로 순환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관리
자들과의 갈등이 있다. 이들은 인격이나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라는 권위를 세운
다.
○ 고객의 진상에 대처하는 노하우가 있다. 직원이 너무 힘들어하면 매니저가 투입된다. 한 시
간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에 가라고 한다.
○ 노조에서 단체협약이라든지, 조항을 넣고 하는 것들, 노조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 감사
하다.
④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
는지?
○ 일은 잘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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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하면서 겪은 나의 변화는 대인기피증이 좀 생겼다. 이 현장을 나갔을 때는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쉬는 날 같은 때는 산이랑 들판을 본다. 보지 않았다
면 심신이 피폐해졌을 것이다. 정서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너무나 메마른다.
○ 전문적인 나만의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업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기처럼 날아가는
일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감정이 느긋한 면이 없어진다. 본사에서 카톡으로 업무를 이야기한다. 공지사항을 계속 뿌
린다. 항상 쉬지 못한다. 항상 느슨하게 머리를 쉬고 마음을 쉬는 게 아니라 약간 예민해져 있
다.
○ 대인기피, 우울, 공황장애-약도 먹은 적 있다. 실제로 다들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들었다.
○ 20년 10년 된 사람들은 브랜드 네임에 대한 자긍심으로 다닌다. 그래도 하나의 지푸라기마
냥 붙든다.
○ 가족들은 내가 좀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졌다고 이야기한다.
⑤ 현재의 일을 해오면서 내 성격이나 태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 백화점 구경을 잘 안한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저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 그 분위기와 냄새와, 매니저, 선배 후배 사이에서의 스트레스를 너무 잘 안다. 사실 돈을 받
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인생에 회의가 든다.
⑥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보람이 있다면, “내가 이 지점을 직접 운영한다”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구
나” “직원들과의 관계가 잘 지속될 때” “어떤 손님이 나로부터 친절함을 느끼고 갔을 때”
○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 :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항상 이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한다.
○ 신체적으로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항상 한계가 있다. 미래를 두고 오래 일할 수 있
는 게 아니다. 나의 미래 보장이 안 된다는 불안감
3) 감정노동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증세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또는 주변직원)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세는?
○ 우울증, 화병, 대인공포증, 소화불량, 공황장애, 강박증, 불감증,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울화
병, 은둔형 외톨이, 음주, 흡연 등은 본인이나 주위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증세이다
상담이나 병원방문 및 약물복용 경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거의 모든 증세들
을 겪은 것 같다. 심리상담(건강가정지원센터), 약물복용,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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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음주, 흡연, 운동, 여행, 문화생활(영화, 연극 관람), 지인(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화풀이
5)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개인적인 노력
주변 동료

감사함을 갖고 일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각자 알아서 일하는 것이다.

노조

- 회사: 다른 곳보다 휴게실이 열악하다.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이 필요하다.

회사

-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있었다. 별다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기대치는 없다.

6)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 정체성에 대한 탐색,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 성격에 관한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다. "다들 말하길 귀찮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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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

F사

인원

3명

업무

매장관리

근속연수

14년

1) 직장 현황 및 업무만족도
①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기간? 현재의 일 직전에 했었던 일?
○ A: 현재 화장품 매장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다. 화장품 관련 일을 시작한 것은 98년도 부터
였고 처음에는 샤넬 매장에서 근무했었다. 그 후 중간중간 브랜드를 바꾸어 가며 일을 했고 제
품상담을 하다가 메이크업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메이크업 담당일은 사람을 계속 상대해야 하
는 일이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했다. 중간에 엑스포 도우미로 일하기도 했는데 그 때
는 대우가 화장품일보다 훨씬 좋았고 더욱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 C : 면세점 일만 20년을 맡아 하고 있다.
②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노동 스트레스, 성희롱, 진상고객, 동
료 및 관리자와의 관계, 업무로 인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
○ A: 처음에는 ‘이럴 줄 알았다면 안 들어왔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백화점 특유의 ‘위계질
서’, ‘직원에 대한 열악한 대우’, ‘창고 일을 도맡는 막내’,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백화점의 횡
포’, ‘열악한 휴게실’ 등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
백화점은 계속해서 억울하게 당하는데도 ‘웃어라’고 세뇌시킨다. 심지어 “자존심을 라커룸에다
두고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예전 근무할 때 서비스 점수가 낮으면 백화점 개장할 때 문
앞에서 인사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개인의 서비스점수가 낮은 것임에도 소속 매장 직원 전체에
게 인사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덕분에 매장 선배들에게도 혼날 수밖에 없었다. 친절을 넘어 고
객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감동을 넘어 졸도까지 시키라는 정도로 백화점 측에서는 매장 직원들
에게 친절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가한다. 예를 들면, 복수응대라고 해 기다리는 고객들을 상대
할 때 계속해서 눈 맞춤을 해줘야 하고 잠깐만 기다리시라는 말도 반복해서 해주어야 한다. 직
원과 고객의 갈등이 있을 때, 백화점이 직원 편에 섰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적이 거의 없어 많
이 울었다.
지금도 98년도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툭하면 일찍 출근에 매장 직원
의 ‘실수’라도 백화점 측에서 만약 해당 직원을 자르라고 하면 잘라야 한다. 매장 직원은 고객
에게도 을이고, 백화점에게도 을이다. 직원 입장에선 갑을 두 명을 모셔야 한다.
백화점 근무가 사람을 망친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좀 나은 편이다. 부당한 조기출
근도 노조가 생긴 이후로 없어졌다(이전에는 막내가 무조건 한 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음). 결
국 백화점 근무하면서 초반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대우를 못 참고 더 빨리 퇴사하는 편이다. 백화점 일이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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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괜찮긴 하지만 고객이 잘못해도 직원이 책임지는 구조라서 이직률도 높다.
○ B: 이 일을 하려면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매출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놓아버려야 할 때도 있다. 물론 그렇게 환불해주는 경우 그것은 직원 개인
이 책임져야 한다. 기본급이 적은 상태에서(총급여의 50% 수준) 매출한달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평가시스템과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하다.
○ C : 아무래도 가족들의 불만이 많다. 백화점 내 보육시설도 없고 양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
과 심리적 여유가 없다보니 스파르타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
③ 성희롱이나 진상고객을 대했을 때 내 감정이나 정서상태는 어떤지, 그런 경험을 한 이후 감
정조절 경험, 회사나 노조, 주변 동료의 지원 여부?
○ A: 성희롱은 백화점 부장으로부터 술을 따르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다. 진상고객을
대할 때 주로 화가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설명을 한다.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똑
같은 일로 또 오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선 직원이 매니저에게 넘겨서 직원 대신 매니저가 수습
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로 흡연, 퇴근 후 단골 가게
(주로 백화점 직원들만 찾는 곳)에서의 음주, 수다(진상고객 이야기) 등으로 푼다. 한바탕 난리
가 지나가면 한숨을 쉬기도 하고 궁시렁대면서(“쟤 전화번호 뭐야”, “똥밟았네”) 그냥 넘어가곤
한다. 고객과는 감정다툼을 하지 않고 일단 고객에게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는 ‘고객을 봐가면서’ 자존심을 부리기도 한다. 매니저로서 내 직원이 이런 일을 겪는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하거나 “나도 이런 일 겪었어”하면서 위로하곤 한다.
경우에 따라서 매장에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들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일 때도 있다. 이
들은 백화점 업계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컴플레인도 잘 건다. 자신이 당한 것을 다른 곳에
서 푸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아닐까 싶다.
본사에서는 직원들의 감정노동을 알면서도 “알지만 너희가 감수해라”는 식으로 나온다. 감정노
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 회사에서 치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없고 보
호하는 것도 없다. 감정노동에 따른 수당은 8만원이 지급된다.
○ B: 진상고객에게 우선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설명을 쭉 한다. 그렇게 대처
해야 고객의 흥분이 가라앉는다.
④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
는지?
○ A: 진상고객만 아니면 일을 할만하다. 성취감도 있고 가식적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상냥해질 수 있다’ 친화력도 전보다 는 것 같다.
○ B: 매니저 일을 하면서도 사람상대하기 싫어 그만둔 적이 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
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나마 물건을 사면서 반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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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괜찮은데 사지도 않고 그럴 때면 화가 난다. 이 일을 하고나선 성격도 어느 정도 변해서
누군가 길을 물으면 대답을 하고 싶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싶다. 아무래도 서비스가 몸에 배게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집안 식구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집에 가면 편히 쉬어야 한다
는 생각에 아이가 징징거리는 것을 못 참고 남편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말할 정도였
다. 아이들한테 살갑게 챙겨주기 어렵고 너희가 할 일은 알아서 하라고 하게 된다.
○ C: 이 일만 20년 했고 성격과 맞는 일이다.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사람들이 덜 번잡할 때
쉴 수 있어 좋다. 면세점에서 일하는데 2000년 여행 붐이 일어난 이후 고객이 느는데 반해 근
무 인원의 수는 적어 힘들었다. 하지만 기왕에 하던 일이고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급여 면에서 대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했다.
⑤ 현재의 일을 해오면서 내 성격이나 태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 A: 이 일을 시작한 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었다. ‘상처받은 오늘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이 일을 하는 여직원 대부분이 객지생활 중인데 부모님한테 알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아무래도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좀 폭력적이 된다.
말투도 집에서 ‘명령조’로 하게 되기도 하고 직장일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말수도 전보
다 줄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 일종의 ‘질병’ 아닐까 싶다. 내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함
은 참기가 힘들다. 10년 이상 다니다보면 식당 같은 데서 컵을 탁탁 내려놓거나 대답을 안 하
면 그에 대해 꼭 지적을 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이 일을 하면서 ‘성격이 바뀐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고 왜 이렇게 걸걸해지고 까칠해졌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가족들은 ‘사
회생활해서 그런가?’, ‘카리스마’가 생겼다며 어느 정도 이해하기도 하지만, 억눌렸던 감정을 주
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푸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치유가 필요하다’
⑥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A: 이 일을 하는 최대 이유는 결국 월급이다.
○ B: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다. “사람다루는 기술”이 늘었다.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간 동료들이 결국 다시 파트타임으로라도 들어온다. 그런 걸 보면 그냥 계속 일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일은 비교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변 엄마들도 부러워한다.
○ C: 매장 직원 동생들과의 관계, 명품화장품을 쓸 수 있다는 점, 피부가 좋고 상대적으로 동안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고객과의 인연 등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화장품직이
나름 전문직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자녀가 자라는 가운데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 매니저 기본급은 170 수준이며, 기본근무시간은 하루 10~12시간 정도이다. 한 달에 50시간
의 연장근무를 꼬박 채워야 월급이 3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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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노동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증세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또는 주변직원)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세는?
○ 우울증, 화병, 대인공포증, 소화불량, 공황장애, 강박증, 불감증,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울화
병, 은둔형 외톨이, 음주, 흡연 등
감정노동 증세는 아니지만 근무 환경상 압박으로 인한 ‘성형중독’이 있다(외모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어느 정도 외모가 되지 않으면 채용이 잘 안되고 백화점에서 거부하기도 한다).
3)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노조
회사

- 노동시간 단축하고 연장근무가 없어야 한다. 지금으로선 잠도 부족하고 친구관계도 협
소하다.
- 휴식공간과 보육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졌으면 한다.

4) 기타
개콘 정여사 코너를 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표현해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런 면에서 진상고객 연기를 우리가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맞아맞아 베스트
“나 이런 고객 진짜 싫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어플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심심이처럼. 만약 힐링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마사지처럼 심신의 피로를 풀고 타로점처
럼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전에 경험한 프로그램들 중 타로 프로그램
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 직원들이 마사지도 많이 받는다. 쉬는 날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
다. 다들 피로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자살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침 조회에서 질책을 듣고 옥상에 올라가 자살한 사례가
인천 신세계백화점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에서는 거의 바로 삭제
되어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비용은 우선 회사가 부담하고, 개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해야
할 것이며(다들 쉬는 날 나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정규프로그램으로 넣기 어려
운 만큼, 예를 들면 매니저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1년에
2~3번 정도 회사 교육이 있고 CS교육, 제품교육이 2박 3일 정도 진행되는데, 아마 이 때 힐링
프로그램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노조교육이 1년에 1번 정도 있는
데 이때는 짧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회사와 노조의 협의가 필요
할 것이다.
직원들은 상담이나 병원을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상담소와 정신과의 차이도 별로 없고, 어
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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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

G사

인원

4명

업무

프런트, 조리 등

근속연수

10-17년

1) 직장 현황 및 업무만족도
①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 면접자1: 우리는 을이다. 더 팔기위해서 다리품을 팔고 감정노동을 한다. 참고 쌓이면 삐져
나와서 그게 집안에서 폭발하기도 하고 만만한 손님에게 풀기도 한다. 그걸 평소에 녹여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 면접자 3 : 진상손님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도 우리 잘못이 된다. 여자 4이서 포크를 씹어
놓고 이빨이 부러졌다고 보상하라고 땡깡 피니 5분 대기조인 지배인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
고 음식 값 안 받고 마무리했다.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 힘 있는 진상손님은 모든 걸 해
주기 바란다.
○ 면접자 2 : 얼마 전 한겨레에 왕상무가 화두가 되어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
진 것 같다. 마트에 손님이 기대하는 것이 50이라면 호텔은 100이다. 기대가 클수록 진상이 높
아질 가능성이 높다. 방에서 애가 놀다 넘어져도, 방에서 남산이 안 보인다고, 방청소가 깨끗하
지 않다고 로비 자동문 돌다가 안경 부러졌다고 항의한다. 꼬투리 잡으러 호텔에 오는 사람도
있다. 호텔을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법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거 보고서 와서 그대로 이용한
다. 회사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회사는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조용히 넘기기를 원하면서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손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항의하다 나중에는 말투가 맘에
안든다, 시끄럽다고 하니 직원들은 무능력해진다. 그런 손님이 많은때는 한주에도 몇 명씩 있
다. 심지어는 이름을 적어가서 메일로 보내기도 한다. 그러면 상사는 내말보다 손님 말을 더
믿는다.
○ 면접자1 : 그러다보니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까에 집중해서 마음이 노심초사하게 되고, 매
출 많이 올려주는 고객에게는 무조건 넙죽 엎드려야 한다.
○ 면접자 3: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뎌진다.
○ 면접자 2; 갑자기 반말하거나 왕진장의 왕지랄...내가 잘못한 거면 괜찮다. 근데 그게 아닌
데 일본어 못하는 당직지배인 따라갔다 같이 무릎 꿇고. 일본사람들 서비스 기대감이 높고 장
난 아니다. 일본사람들은 일본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란다.
○ 면접자 1: 단골 VIP 일수록 반발하고 하대가 아니라 무시하고 욕한다.
②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면접자 2: 서비스 했을 때 손님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할 때, 또 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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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자 1: 굳이 찾아야 일을 할 수 있다.
○ 면접자 3 : 호텔리어는 모두 그럴 것이다.
○ 면접자 4: 우리는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지만 주어진 매뉴얼대로 음식을 만든다. 일의 시스
템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것도 반영이 안 된다. 조리법대로만 요리해야 한다.
○ 면접자 3 : 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상사를 위해서 일한다.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너무
구태의연하고 변하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 면접자 1 : 나의 비전은 나중에 맥주집을 하고 싶다. (이 회사에서의 비전을 물어보는 것이
다. ) 그건 잘 모르겠다. 나의 비전이 뭐지?
○ 면접자 2 : 월급쟁이, 돈 모으는 재미로 다닌다.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냐? 월급은 다른 호
텔에 비해 높은 편이다. 노조하면서 그래도 보람을 느꼈다.
○ 면접자 3,4 : 좋은 점이라면 손님이 좋게 얘기해주면 보람이다.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최고
의 호텔이라고 해주고...미국 사람들이 칭찬을 잘 해준다.
③ 감정노동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증세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또는 주변직원)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세는?
○ 면접자 1: 나의 정체성을 잘 못 찾겠다. 인간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친구 가족들 만
날 때면 이게 나인가 싶다. 감정노동하며 손님을 만나다보니 일상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항상 감정서비스를 하게 된다. 내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 같고 답답하다. (나 자신
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다) 오래하다 보니 내가 깡통이 되어 진
정성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드라이하게 유니폼 입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서비스를 하게 된다.
○ 면접자 3: 항상 주눅 들고 갑자기 뒷골이 땡기고 갑자기 폭발한다. 일하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낸다. 자기가 당한 것을 후배에게 풀기도 한다.
○ 면접자 2 ; 트러블 없이 넘길 궁리만 한다. 진정한 서비스는 없다. 빨리 많이 먹고 가라는
식이다.
○ 면접자 1: 호텔리어들은 초기에는 회사규정에 맞추어 형식적 서비스를 하다가, 한 5년이 지
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 그러나 컴플레인을 한번 당하고 나면 내가 이
럴려고 일한 게 아닌데 라는 회의가 들면서 형식적 서비스를 하게 된다. 매출이 없으면 인격도
없고, 매출이 없으면 찍히고 따돌림 당하고 진급도 안 된다.
○ 면접자 4: 단골일수록 진상이다. 진상단골.
○ 면접자 3: 어떤 여자손님이 오면 항상 버섯스프를 끓여달라고 한다. 오늘의 스프가 있는데
꼭 자기만을 위해서 버섯스프를 끓여달라고 하고, 상사는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시간조정해서
끓여주면 맛있다는 말은 안하고 짜다니 싱겁다니 하니, 그 손님이 온다고 스케줄 잡혀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든다.
○ 면접자1: 내가 그렇게 당하니 다른 데 가서 그대로 돌려주기도 한다. 악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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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자 3: 몇 년 전에 형들이 갑자기 돌아버려서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데. 무슨 한마디에
갑자기 쓰레기통, 냄비를 던져서, 또라인가 했는데, 위에서는 쪼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주기적으
로 폭발하는 것 같더라.
○ 면접자 1: 욕설이 머리에 남아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안 좋을때는 가위 눌리
거나 꿈에도 나타난다.
④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면접자 1: 술 마시며 손님들 씹기, 그 새끼 저새끼하면서, 부부싸움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오늘 진상손님 만난 얘기하면서 맥주한잔 하자고 한다. (면접자 1: 좋은 방법이다. 면
접자 4 : 그럼 매일 먹어야 겠네)
○ 면접자 3 : 개인적으로 등산을 많이 한다. 그 외에도 동호회 활동이나 축구하는 사람도 있
다.
⑤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 면접자 1 : 일단 회사가 감정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고객의 불평이나 불만에 대한 방어
막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외국항공사는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회사 간부들은 방어는커녕 더
쪼아대고 규정대로 했는대도 결과가 안 좋다고 문책한다. 하다못해 손님 앞에서는 그렇다치고
일을 마치고 나중에라도 수고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동료는 오히려 격려해주는데. 회사가
동호회 활동 좀 더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넓게 보면 치유프로그램이다.
○ 면접자 3: 직원들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반 정도만 이해한다. 그것도 최근에 급속히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고, 자신이 보상받고 치유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감정노동을 들었지
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감정노동인지 잘 모른다. 나도 노조하면서 알게 되었다. 홍보를
잘 한다면
○ 면접자 1 : 수당보다는 치유프로그램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감정수당보다는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수당이야 10만원 오르면 더 이상 오르기 어렵고, 그걸
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스스로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는 것이 중요
하다. 내 인생과 신상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느껴야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
다.
○ 면접자 2 :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다. 인격적인 소비. 공익광고캠페인도 하고
※ 면접결과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알려달라. 인터뷰하고 그냥 연락 끊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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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조사 결과 항목별 정리
1)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 회사가 감정노동 서비스를 강요한다. 웃어라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대 인사
가 있다. 안하면 미스테리쇼퍼에게 적발되어 교육시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감정과 다르게
말하고 웃어야 하니까.
○ 회사는 아무리 고객이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 입사 1년 후 닭꼬치를 만들었는데 저녁이 되면 딱딱해진다. 손님이 사갔다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던졌다. 다행히 맞진 않았는데, 욕하고 가버렸다. 혼자 멍하고 있다가 쫒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혼자 삭혀야 했다. 술 한잔하면서 풀었다. 부당한 행동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무
력감을 느낀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감
○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이 왕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어떤 경우던 환불해주라며 상식적으로 이
해가 안가도 그러라고 하니 이런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과당경쟁의 폐해가 진상고객을 늘리는
것이다.
○ 사람들이 반말하는 게 힘들다. 돈 집어던지고 계산원이라고 무시하고, 인상 썼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 물건 소중히 안 다루고 던지듯이 줬다고, 유모차 바구니에 있는 물건에 대해 고객
님 계산했어요라고 물으면 도둑으로 취급했다고 화내고
○ 시식코너에서는 가족 다 데리고 와서 먹고, 물건 좋은 거 골라달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물건을 골라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화하거나 쫓아와서 ‘미친년 이런 걸 골라줬다고
너나 먹으라고 하고’
○ 요새는 고객이 너무 많이 알고 따진다.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죄송
하다고 하니 우리가 부대낀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괜찮은데, 무조건 잘못했
다고 하라니 미친다.
○ 얼마 전에 한 아가씨 직원이 회사를 그만뒀다. 그날 그 직원이 자기 휴무일에 나와서 화장
도 안하고 껌을 짝짝 씹고 그래도 유니폼은 입고 매장 돌아다니며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고 돌
아다니고, 갑자기 울면서 직원이름을 대면서 죽인다고 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 결국은
아버지가 와서 데려갔고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받았다고 하더라.
○ 모두: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고객”이다. 상사와의 관계는 부서에 따라서 갈등이 심
하기도 하다.
○ 가끔 예전의 일을 떠올릴 때 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뛴다. 수치심을 느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는 홧병이라며 한 달 정도의 휴식을 권유하였다. 백
화점에서 판매를 할 때는 하루 14시간을 쭉 서서 일하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와서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
○ 이러한 인터뷰가 가끔 있어서 스트레스 수치 등을 조사하였으나 사후 조치가 없고, 메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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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뷰와 측정 등에 참가 했던 직원들은 방송에서 감정노동자의 상태(자살 가능성, 우울
등)가 심각하다는 방송을 접하고 오히려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졌다고 한다.
○ 예전에는 백화점에 고객상담실등에서 진상 고객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오면 상식선에서 마무
리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 이후, 고객이 왕이고, 실적이 인격이다...등을 강
요받으며 비상식적인 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야 하는 입장이다.
○ 또한 본사의 입장과 백화점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한다. 본사에서는
상식선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만 백화점에서는 무조건 백화점 판매원에게 친절과 사과를 강
요하여 실제로 백화점 근무시에 다른 고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
한 적이 한번, 고객상담실에서 고객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경험이 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을 들어오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무조건 정신교육(친절교육의 일종)을
다녀와야 하고,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2차적인 수치심이 유발된다.
○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진상고객들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전반적으로 화보다 수치심이
더 크다. 신세계 영등포점에서는 대기시간이 3분이 걸렸다며 소송을 내겠다고 난리치는 고객
(타업체), 화장품을 던져서 옷에 거울 파편이 튀어 상처를 입은 경우,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서
화장품을 못 받았다며 클레임을 걸어 그럴리 없다, 확인하시라고 하자 구매자 남자친구가 생선
회를 들고 백화점에 찾아 온 경우(타업체)
○ 예전에는 고객만족실 등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였으나 어느 시점인가부터 고객은
왕이라는 서비스 교육이 실시되고, 고객들의 비상식을 받아주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 지
나친 과잉 서비스 경쟁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문제 발생
○ 이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일의 <프라이드>를 못 갖는다는 것이다. 여자가 하기에는 휴무
나 생활조건상 괜찮지만, 사회인식이 서비스업종에 대해 좋지 않은 것 같다. 매장에서 일어나
는 일에 대해 모든 것(진상고객, 교환, 환불 등)은 책임지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다.
○ 오래 일하다 보니까, 대인공포증, 우울증이 밑바닥에 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항상 스트
레스이다. 매니저 일을 하니까 본사와의 관계도 스트레스다. 돈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자긍심을 가질만한 계기가 별로 없다.
○ 백화점은 계속해서 억울하게 당하는데도 ‘웃어라’고 세뇌시킨다. 심지어 “자존심을 라커룸에
다 두고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예전 근무할 때 서비스 점수가 낮으면 백화점 개장할 때
문 앞에서 인사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친절을 넘어 고객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감동을 넘어 졸
도까지 시키라는 정도로 백화점 측에서는 매장 직원들에게 친절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가한다.
직원과 고객의 갈등이 있을 때, 백화점이 직원 편에 섰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적이 거의 없어
많이 울었다.
2) 성희롱이나 진상고객을 대했을 때 내 감정이나 정서상태는 어떤지, 그런 경험을 한 이후 감
정조절 경험, 회사나 노조, 주변 동료의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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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B: 한 시간 동안 고객이 깎아 달래며 행패를 부리고 가고나니 미칠 것 같더라. 뚜껑이
열리고 울화가 치밀어서 패고 싶었다.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약한 직원들
은 울기도 한다.
○ 성희롱은 백화점 부장으로부터 술을 따르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다. 진상고객을 대할
때 주로 화가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설명을 한다.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똑같은
일로 또 오지 않는다. 본사에서는 직원들의 감정노동을 알면서도 “알지만 너희가 감수해라”는
식으로 나온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 회사에서 치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없고 보호하는 것도 없다. 감정노동에 따른 수당은 8만원이 지급된다.
3)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
는지?
○ 성격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주부입장에서는 갈 데도 없고 직장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 너무 좋고 그나마 아이들 뒷바라지에 기여하니 좋아한다.
○ 대부분 엄마고, 일은 해야 하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 하던 일 하는 것이다. 전혀 안 맞거나
꼭 맞기야 하겠나.
○ 직원들과 친하게 잘 어울릴 때는 잘 맞고, 고객 트러블 있을 때는 안 맞기도 하다.
○ 사람들을 좋아하고, 활발한 편이며, 화장품을 다루는 전문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격과
맞다.
○ 잘 맞지는 않다, 생계형이다.
○ 일은 잘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 진상고객만 아니면 일을 할만하다. 성취감도 있고 가식적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
할 때 ‘상냥해질 수 있다’ 친화력도 전보다 는 것 같다.
○ 이 일만 20년 했고 성격과 맞는 일이다.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사람들이 덜 번잡할 때 쉴
수 있어 좋다. 기왕에 하던 일이고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급여 면에서 대우가 나쁘
지 않기 때문에 계속 했다.
4) 현재의 일을 해오면서 내 성격이나 태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 가족들이 내 성격이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 예전에는 무조건 참았는데 이제
는 팍 싸 붙인다. 많이 이해하는 성격이었는데, 아무래도 파업이후 그렇게 된 것 같다. 경찰 전
경과 싸우고 회사하고도 싸우다보니
○ 그니까 그게 노조 때매 그런 건지, 이 일을 하다 보니 그런건지, 나이먹어 그런건지 어떻게
알겠어? 이런 프로그램 하다보면 알게 될 수도 있겠지.
○ 감정에 무뎌진다. 일상적인 상황에도 욱하거나 감정이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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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될 까봐 신경 쓰인다.
○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생기고, 다른 곳에 가서도 습관적, 의무적으로 먼저 인사하게 된다.
○ 다혈질이 됨(분노조절 어려움), 일상적인 불안, 손님(사람)이 모여 있는 것만 봐도 불안함,
공황장애, 무기력, 일의 의미, 재미를 잃게 됨, 삶의 질 저하, 억울함, 감정 폭발, 일상적 불안
○ 늘 반복되는 일과 반복적으로 참아야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짐.
○ 백화점 구경을 잘 안한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저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 가족들은 나를 두고 좀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졌다고 이야기한다.
○ 이 일을 시작한 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었다. 이 일을 하는 여직원 대부분이 객지생활
중인데 부모님한테 알려 걱정끼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아무래도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좀 폭력적이 된다. 말투도 집에서 ‘명령조’로 하게 되기도 하고
직장일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말수도 전보다 줄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
이 일종의 ‘질병’ 아닐까 싶다. 내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함은 참기
가 힘들다. 10년 이상 다니다보면 식당 같은 데서 컵을 탁탁 내려놓거나 대답을 안 하면 그에
대해 꼭 지적을 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이 일을 하면서 ‘성격이 바뀐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고 왜 이렇게 걸걸해지고 까칠해졌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가족들은 ‘사회생활해서
그런가?’, ‘카리스마’가 생겼다며 어느 정도 이해하기도 하지만, 억눌렸던 감정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푸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치유가 필요하다’
○ 이 일을 하고나선 성격도 어느 정도 변해서 누군가 길을 물으면 대답을 하고 싶고 친절하
게 응대하고 싶다. 아무래도 서비스가 몸에 배게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집안 식구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집에 가면 편히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가 징징거리는 것을 못참아 남
편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말할 정도였다. 아이들한테 살갑게 챙겨주기 어렵고 너희가
할 일은 알아서 하라고 하게 된다.
5)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개인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보람이라면 내가 집안일도 안하고 보수적인데, 이 음식매장에서 일하다보니 설거지도 하게
되고 음식도 만들다보니 재미있고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보고 직원들이 좋은 음식 아이디어내면
상금도 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시도해본 것이 재밌고 보람 있었다.
○ 이 일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동료만난 것이다. 예전에는 큰 유대가 없었는데 10년이
라는 세월 속에서 진짜 가까워졌다. 친척들보다 반갑고 매일 봐도 반갑고 친동생 같고, 파업후
에 끈끈한 정, 조합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챙겨주고 해서 비조합원과의 갈등도 거의 없다.
○ 같은 나이 또래의 집단에서는 월급이 많다. 또한 이 정도 세월을 견디고 이만큼 올라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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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 생계형인 부분도 있다. 처음 직업으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
한 부담감이 있다.
○ 외국계회사로 복지가 좋고 애사심도 있으며, 여자로서 화장품 브랜드 자체가 좋다.
○ 같은 나이 또래의 집단에서는 월급이 많다. 회사의 복지가 좋다.
○ 감정복지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다른 회사보다 일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는 느
낌이다. 생계, 노조가 있다.
○ 보람이 있다면, “내가 이 지점을 직접 운영한다”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구
나” “직원들과의 관계가 잘 지속될 때” “어떤 손님이 나로부터 친절함을 느끼고 갔을 때”
○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인생에 회의가 든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항상 이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할 까 고민을 한다.
○ 신체적으로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항상 한계가 있다. 미래를 두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미래 보장이 안 된다 불안감
○ 이 일을 하는 최대 이유는 결국 월급이다.
○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다. “사람다루는 기술”이 늘었다. 이 일은 비교
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변 엄마들도 부러워한다.
○ 매장 직원 동생들과의 관계, 명품화장품을 쓸 수 있다는 점, 피부가 좋고 상대적으로 동안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고객과의 인연 등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화장품직
이 나름 전문직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자녀가 자라는 가운데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
다.
6) 감정노동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증세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또는 주변직원)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세는?
○ 본인이 일을 마치고 다른 매장에서 장을 볼 때 자기가 배운 것에 기초해서 트집을 잡는다.
자기도 그런 대우 받아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다.
○ 고객의 폭행이 종종 있다. 물건 계산하다 고객이 물건을 던져서 상해를 입었을 때. 한번은
장바구니 할인을 부부가 와서 해달라고 하니, 1개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술취한 남편이 커피박
스 던져서 상해를 입은 적도 있다. 고소고발하고 그 직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받았고, 산

재치료를 받았다.
○ 모든 증상이 다 생기는 것 같다. 신체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며, 생리
불순 등의 증상이 생긴다. 우울증, 화병, 욱한 증세, 감정이 폭발한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비상식적인 일에도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할 때 나오는 수치심이
다. 돌아보면 화가 났던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
생하며, 이러한 수치심이 백화점의 강요로 2차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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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휴일에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 욱한 증세, 감정이 폭발한다.
○ 다른 곳에 가서도 불합리한 일에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며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어
도 진상고객들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
○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려고 한다.
○ 우울증, 화병, 대인공포증, 소화불량, 공황장애, 강박증, 불감증,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울화
병, 은둔형 외톨이, 음주, 흡연 등: 본인이나 주위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증세이다.

심리

상담(건강가정지원센터), 약물복용, 경험도 있다.
7)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음주
○ 노조에 동아리활동이 단협으로 보장되어 있다. 1인단 2개씩 가입가능하고 회사가 각 2만원
씩 지원해준다. 거의 전직원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 여행, 사진, 영화, 베드맨튼, 축구, 등산, 낚
시 등 거의 2천명이 참석한다.
○ 다른 것은 별거 없다. 그냥 술 한 잔하고 욕하고, 근무지 근처 사무실에서 고객 욕하기
○ 직원들과 서로 다독임. 무조건 적으로 참는다. 병원에서 정신과를 권했지만 왠지 약을 먹고
하는 것이 병자로 낙인 찍힐까봐 조심스럽다. 음주와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 직원들과 서로 다독임. 음주, 흡연, 가족들에게 화풀이 한다.
○ 음주, 흡연, 운동, 여행, 문화생활(영화, 연극 관람), 지인(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화풀이
8)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근무하기가 편안해질까요?
○ 동료, 상사와의 관계 : 일하다보면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첫째가 동료나 상사, 둘째
가 일, 물건 진열 등과 같은 일, 셋째가 고객이다.
○ 회사는 머든 고객입장에서 생각하지 단 1%도 직원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 고객은 왕
취급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작아진다.
○ 직원에게 잘해주면 결국 우리가 고객에게도 잘 하게 되는데
○ 진상고객을 상대하고 나서 말없이 결근하거나, 문자하나 보내놓고 퇴사하는 경우, 그 역할
을 나머지 사람들이 분담해서 떠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측은 직원 한명을 충원
해야할 때 마다 백화점 자체 면접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휴식시간까지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 본사의 입장과 백화점의 입장이 상식적인 선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일에 대한 책
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진상고객 상대후, 무단결근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잦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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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부담을 동료들이 다 져야한다.
○ 사회 인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구매 고객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특히 80년대 후반, 90년
대 초반) 진상의 정도가 심하다.
○ 백화점등에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 가족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들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다. 그들에게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9)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 노조가 단협으로 정기적인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했고, 연계 지정 병원도 정
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어서 더 진척이 안되었다.
○ (치유프로그램을 만들면 임단협이 끝났는데 반영할 수 있는지) 문제가 심각하면 회사를 논
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 현재도 점포별, 회사별로 강사섭외해서 소통, 자녀 교육한다. 지
금 순수하게 희망자 찾기는 어렵지만 조합원 총회 등에서 시범 교육 등을 진행해보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나 스스로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일하니 하면서 내 성격이나 문제 등도 볼 수 있지 않을
까. 권장해서 받도록 해야 할 것 같다.
○ 받고 싶은 생각은 있다. 그러나 효과성은 모르겠다.
○ 진상 고객을 상대하다보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수치심을 느껴서 바로 그 즉시 치유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상담을 받으려니 일주일 후에 오라더라. 그 정도면 이미 회사를 그만 두거
나 나름대로의 해결을 한 상태이다. 물론 장기적인 상처 치유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해
결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즉각적 전화 상담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백화점등에 상담실 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 받고 싶은 생각은 있다. 프로그램 보다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본인의 자가치유 방법이 가능
한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 정체성에 대한 탐색,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 성격에 관한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다. “다들 말하길 귀찮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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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노동 주요증세 및 치료요인 진단
◉ 감정노동 주요증세
심리 정서적 특징
- 고객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상황
무력감

- 비상식적인 일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

수치심

- 억울하게 당하는 대도 웃으라고 하는데서 느끼는 무력감, 자괴감, 수치심

자괴감

늘 반복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참아야 하므로 무기력해짐

무감정

감정에 무뎌진다.
- 대인기피증, 우울, 화병, 욱하는 증세,

분노, 화,
공격성

- 성격이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변함. 다혈질,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욱하거나 감
정이 폭발한다.
가족들이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졌다고 한다.
자기도 그런 대우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다. (2명)
가족과의 관계 악화

가족들이 성격이 과격하고 공격적, 짜증, 예민, 걸걸, 까칠해졌다고 함
가족과 아이들에게 화풀이
가족과 대화가 줄고, 아이들이 징징대는 것을 못 참고 소리지름.
업무에 대한 태도
- 업무 : 새로운 시도, 내가 이 지점을 운영한다.
보람

관계 : 좋은 동료, 매장 직원 동생들과의 관계
대부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월급임
- 사람들을 좋아하고 활발한 편, 친화력이 늘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

- 성격과 맞다. 진상고객만 아니면 할만하다.
- 생계수단. 주부가 일할 만한 곳이 없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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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에 대한 요구
스트레스 해소방안
음주
직원간 서로 다독이기, 직원끼리 모여서 진상고객 욕하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화풀이
운동, 여행, 문화생활(영화, 연극관람)
원하는 개인적, 환경적 변화
회사가 직원에게 너무 감정노동 서비스, 친절강요를 안하고 잘해주면, 휴식공간이나 시간보장
서비스 직종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가족의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 가족교육 필요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바람이나 생각
만들어지면 권장해서 받도록 하겠다. (조합원 교육에서 시범교육 등...)
받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효과성 모르겠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치유 방법(즉각적 전화상담, 스마트폰 어플, 사내상담실 등)
정체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치료요인
1. 감정표현과 정화
감정노동 과정에서 쌓인 각종 억울한 경험이나 분노 등을 표현하고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2. 자존감 강화
- 정서적 증세는 무기력감, 수치심, 분노, 우울, 공격성으로, 1차적 감정이 무기력감, 수치심이며,
이 감정으로 인해 분노나 공격적 행동이 나옴.
- 따라서 무기력감과 수치심을 치유하는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3. 자기정체성, 노동의 의미에 대한 확인
4.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치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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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내 마음의 행복 비타민 ABC 시연교육

1회기 똑똑똑, 마음의 문 열기

2회기 나는 감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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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관계의 실타래 풀기

4회기 당신은 나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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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나 돌보기

6회기 감정의 파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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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내안의 힘과 지혜

8회기 삶의 물음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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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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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행복비타민 ABC 최종 프로그램

1

2

도
입

프로그램명

주제

똑똑똑,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와

마음의 문

참석자간 친밀감 형성의

열기
나는

자

감정노동자

각
하
3

기

나 돌보기
회

5

복

관계의
실타래

하

풀어보기

기
감정의

6

파도타기

감정노동자로서 나의

- 명상하기

경험과 느낌, 상태,

- 활동1. 잡지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 경험과 삶나

꿈과 희망 나누기

누기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면서 나의 성격과

- 활동2. 힘든 상황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격려와 위로
- 활동1. 마음의 닻 내리기
- 활동2. 흉선치기

배우고 익히기

- 활동3. 바디스캔

나를 둘러싼 가족,
직장관계, 내가 바라는

- 명상하기
- 활동1. 내가 풀고 싶은 관계맵 만들고 원하는 관

관계 나누기

계로 고쳐보기

감정 내맡기기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 명상하기

처리하는 효과적인
지금까지 직장생활의

힘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변

지혜를

우리안의 힘과 지혜

화

찾아서

찾아보기

하
8

- 활동1. 나에게 고객은?

몸과 마음 다스리는 법

내 안의

기

- 명상하기

응급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법을 배우고 익히기

7

- 활동1. 짝지어 소개하기
- 활동2. 집단규칙 정하기
- 활동3. 명상실습

대응방식 성찰
4

- 사전 설문지 작성, 과정안내

시간

고객, 상사, 동료를
당신은
나의 거울

활동내용

- 활동1.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머물기
- 활동2. 감정 내맡기기
- 명상하기
- 활동1. 직장생활에서의 성공적인 대응사례 나누기
- 활동2. 서로의 힘과 지혜나누기

삶의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 명상하기
- 활동1. 내 삶의 의미와 가치 찾기

물음에

찾고 이를 위한 나와의

- 활동2. 나의 가장 소중한 역할은

답하다

약속

- 활동3. 나와의 약속
- 사후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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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

이성종(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1. 들어가는 말
■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육
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동자는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하게 됨. 이는 육체노동,
정신노동과 함께 노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노동으로 “감정노동”이라 함.
감정노동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직접고용/간접고용, 기간제, 시간제, 단시간 등)나 성별･
직급･나이 등에 따른 위계관계에서 강요되거나 서비스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조직적으로
요구되어 우울증, 대인기피증의 원인이 되는 등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화와 함께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갖게 되어 감정노동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후조치
와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감정노동 관련 노동관계법
감정노동 관련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네 가지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예방, 감정노동으로 인한 노
동권 침해 혹은 노동재해 발생 후 조치와 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함.

2.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 고객 또는 상급자, 동료로부터의 폭행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2010년 서비스연맹에서 실시 한 서비스노동자 3,096명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감정노동 호소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물리적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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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4.4%), 폭언(31.4%), 성희롱(9.0%)과 인격무시(38.2%) 등으로 나타남. 폭력, 폭언 등의 행
위자는 67.2%가 고객, 26.4%가 상사로 속칭 ‘갑을’관계의 위계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남.
노동관계법 중 근로기준법은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
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항은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폭
행만을 금지하고 있어 폭언･폭행 등의 주 행위자가 고객 또는 상급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규
제하기 힘든 점이 있음.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의 의무사항을 직접적으로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고객 또는 상급자, 동료로부터 가해지는 폭언, 폭행, 인격무시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지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 개정으로 장시간 노동 규제
근로기준법은 하루 노동시간과 한 주 노동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휴게시간을 두어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일
부 사업의 경우 연장노동과 휴게 시간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
한 목적보다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인력충원, 근무형태 변경 등)소홀, 충분한 휴식의
미부여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규제가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
형유통업체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적정한 노동시간과
쉴 권리의 제한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
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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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
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
■ 위험, 유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
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때 위험, 유해, 안전에 대해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따라
그 기준도 달라질 것임.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제조, 건설, 화학물질 중심의 위험, 유해, 안전
인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특성에 따른 위험, 유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중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상황은 노동자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 공포를 유발하여 이러한 환경에 일시적･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리적･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동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됨. 서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위험, 유해,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신건강에 유해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로 “작업중지(제26조)” 의무를 두고 있음. 즉 “사업주
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함. 따라서 유해, 위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서비스노동자가 고
객에 의한 폭력이나 유사 분위기에 놓여 있을 때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작업 중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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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
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 법 적용 범위의 확대와 실질적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보완
유해, 위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다양한 노동과정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유지와
노동재해 예방을 도모한다 하여도 관련법에서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일 것임. 실질
적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서비스업 상당부분을 전면 적용의 제외대상이 되고 있어 법 적
용의 전면 적용 확대가 절실함.
예를 들어 노동재해 예방과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제10
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 ‘안전･보건교육’(제31조) 규정 등은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상시 5인 미
만 사업장’의 경우 경우 적용이 제외 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의 적극적인 시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를 줄일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 내용을 법령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임.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아가 고객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안내게시물을 통한 주지의무’,
‘예방지침’ 마련, ‘상담과 치료시스템’마련, ‘예방조치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법령에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함.(※한명숙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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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는 불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회사 곳곳에 “성희롱이
없는 회사”라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성희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노동자, 고객, 외부인 등 기업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고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
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
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
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6.12]
[시행일 : 2014.3.13] 제5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
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
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
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
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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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주당 한명숙 의원
- 발의일자 : 2013년 5월 24일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47조의2(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이하 “고객등”이라 한다)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의 고
객등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이
하 “업무스트레스”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
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스트레스
로 인한 건강장해 가능성, 업무스트레스의 요인
및 예방･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이하 “업
무스트레스 예방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업무스트레스 예방지침의 세부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 근로자의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④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5. (생 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스트레스
예방지침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
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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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9. (생 략)
<신 설>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 등이 근
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
하지 아니한 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4.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방향
■ 노동재해와 건강권 관련 통계의 일관된 체계 마련
2013년 2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2년 상반기 업종별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자
4만4726명 가운데 1만4144명이 서비스산업 종사자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
음. 이는 제조업 노동재해자 3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임.
그러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
창고통신업, 기타산업’으로 서비스산업의 노동재해 발생 현황은 기타산업으로 처리됨. 임의의
산업분류 방식은 서비스산업의 구체적인 업종별 재해 현황을 알기 어렵고 그에 대한 대책 역
시 미온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노동재해와 건강권 관련 통계의 일관된 체계를 마련해야 서
비스산업의 노동재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 업무상 관련 재해와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 확장
: 직장 내 성희롱,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노동 환
경의 ‘위험 요인’으로 접근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예방 조치 의무를 시행하도록 해
야 할 것임.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신축성 있게 대처
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 마련 필요.
※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
- 발의일자 : 201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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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니하다.

______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 질병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
한 질병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사업
주, 상급자, 동료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둘 뿐 아니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지 않고 따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
는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 등 업무 수행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의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소
홀할 뿐 아니라 행정감독 또한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서비스노동자의 노동시간 대부분이 고객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이므로 고객 등에 의한 성
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즉각적인 개입과 조치의
무를 두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일과건강

20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
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
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
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주당 한명숙 의원
- 발의일자 : 2013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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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등) ①

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

_________하는 행위(이하 “고객 등에 의한 성희

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롱”이라 한다)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충을

겪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
희롱 예방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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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
하지 아니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참고 [별표 1] <개정 2012.1.26>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규정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

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29조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

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

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

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채굴 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

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

조, 제39조의2, 제40조,

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조까지, 제29조제8항, 제31조(관리감독

제41조, 제5

제28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
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
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
제38

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
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
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
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

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24조,

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당한다), 제27조, 제29조제8항, 제31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

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부터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

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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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적용 규정

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

제외한다)

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40조, 제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

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다)

및 제9장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29조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

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

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

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

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
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
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
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
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
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
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
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4
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
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

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48조(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는 제외한다), 제51조, 제52조,
제8장 및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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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재활

기획의도

<따끈따근 현장보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의료와 재활시스템
- 영국과 핀란드를 가다

■

주관 : 노동건강연대

■

진행 : 전수경(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

발제 : 주영수(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한림대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1. 우리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불안한 심정 가운데서도 최소한 치
료나 보상의 문제는 안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고와 직업병을 봐오면서 진심으로 이런 사회 시스템을 꿈꾸었는지 이제는 조금씩 의
문이 들기도 합니다. 변화는 더디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 같으니까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무상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망연자실 주변에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을까요.
독일의 산재병원에는 헬기장이 있습니다. 멋있으라고 설치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 4번이상
은 헬기가 뜬다고 합니다. 산재사고가 난 현장으로 노동자를 태우러 갑니다. 독일 산재병원의
기본 모형이 헬기 1대와 옥상에 이착륙시설 설치라고 합니다. 다친 노동자들은 헬기장과 연결
되어 있는 승강기를 통해 곧바로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중상을 입고도 119도 부르지 못한 채 업체의 트럭에 실려 사고현장을 몰래 나왔다는 울산 어
느 대기업 기사가 생각나시나요.

2. 영국은
입국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런던공항에서 영국의 ‘무상의료시스템(NHS)’ 과 한 대학교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너무도 쉽게 입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심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항
입국심사 노동자의 호의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에서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을 안 해도 당연히 무상
으로 치료를 받는답니다. 신청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인 한국에서 간 방문객은 뒤통
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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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자체가 없습니다, 영국은.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을 하고 있기에 직업적 치료와 재활
을 무상의료시스템과 연결하여 무상의료의 질적 변화를 꿈꾸는 영국의 이야기, 함께 꿈을 꾸면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3. 핀란드는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에서 침략의 고통을 겪었기에 한국과 많이 닮았다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노사정 대화와 사민당의 집권으로 급속히 복지국가의 맨 앞에 섰습니다. 노동
자 한 명의 직업 재활을 위해 배치되는 잡 코치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한 사람을 분석하고
함께 고민해줍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한국에서 간 방문객이 물었을 때 침
묵이 흘렀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표정입니다. 질문을 겨우 알아들은 핀란드 사회보험청 공무원
이 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원인을 찾으면서 함께 해결해야겠지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까?
부럽습니다. 잘 하고 있는 곳, 잘 되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하고 배우면서 우리도 만들어보자고 꿈꾸어야 무어라도 시작될 테니까요.
편하게 맘껏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2014년 1월 11일 오후, 일하면서 꿈꾸고 꿈꾸면서 일하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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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직업보건 및 직업재활 실태
- 미국, 독일, 영국, 핀란드 사례소개 -

주수영(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한림대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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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노동자와 시민안전

기획의도

‘정신건강과 감정노동’ 다르지 않아요~
‘감정노동자 인권을 위해’ 요렇게 해봐요~
느낌 아니까~ ‘우리는 감정노동자’

1. 취지 및 배경
연인원 10억 명이 타는 철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역 철도사
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낼 뻔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
로 진행되지 않았고(사고 당자사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관련 노동자들은 모두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안전시스
템이 일치하지 않고, 과도한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노동자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경영진 측의 주장에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노동자 부주의로 정리된 것입니다. 정말 사고의 재발방지를 하려면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노동자도, 이용자인 시민도 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
자 부주의로 정리해 버리면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2005년 일본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107명 사망)에서 보여주듯이 징계 중심의 사고 대처는 결국 또 다른 사
고를 낳게 됩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노동자도 안전하기 위한 궤도에서의 사고관리 전략 재
편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떠한 체계 하에서 사고
예방과 관리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어떤 일
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2. 세부 프로그램
① 사회 및 토론 : 오선근(사회공공연구소 부소장)
② 발제 : 궤도에서의 사고, 책임추궁이 아닌 원인규명으로!
시민과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 이승우(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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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에서의 사고, 책임추궁이 아닌 원인규명으로
<시민과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이승우(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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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발암물질로부터의 안녕

기획의도

생산을 바꿔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

1. 취지 및 배경
“Toxic Free!"
무슨 얘기냐고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을 아예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노사가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노동자는
안전한 원/부재료를 쓰게 되는 것이구요, 소비자 또한 발암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되겠느냐고요? 예,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확산시켜 내야 합
니다. 이 세션이 마련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들 학용품에 들어가 있는 납
이나 카드뮴 등의 성분 때문에 걱정이시지요? 유아용품에 섞여 있는 석면 탈크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사업장 안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해물질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걱정은 이제
붙들어 매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
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노력과 그 성과를 함께 즐기세요.

2.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 발제① : 발암물질 운동의 성과와 과제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실장)
· 발제② : 경주지역 발암물질 조사사업의 성과와 후속대책 – 이상환(금속노조 경주지부)
· 발제③ : 허위누락 작성된 GHS물질안전보건자료 현장 대응 사례 - 김효중(기아자동차 조합원)
· 토론 : 김완태(금속노조 경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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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운동의 성과와 과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Ⅰ. 발암물질 운동의 진행경과
1. 주요 사건 및 경과
2009년 4월 9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발암물질목록작성 전문위원회 가동
2009년 7월-10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민주노총이 29개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 실시
2010년 2월 25일 발암물질목록1.0 발표(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발암물질목록작성 전문위원회)
2010년 1월 27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발암물질 조사사업 결의
2010년 6월-10월 현대자동차지부 발암물질 조사
2010년 10월 28일 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자 건강 위협하는 발암성 물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10년 11월 12일 발암물질 조사 결과 발표 및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 선언(자동차산업
관리 물질 제정)
2011년 3월 2일 노동부 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관리, 앞으로 체계화ㆍ선진화된다’(노출기준
고시에 발암물질 표시 확대, 58종에서 184종)
2011년 4월 12일 현대자동차 본사 방문(면담 거부)
2011년 5월 2일 현대자동차 본사에 질의서 발송
2011년 6월 17일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 회신(이후 년 1회 간담회)
2012년 2월 29일 타타대우상용차 노사 Toxic Free TATADaewoo 선언
2012년 3월 26일 노동부 화학물질노출기준고시 개정으로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물질 표
시 확대
2012년 6월 19일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협약 준비회의
2012년 7월 12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준) 발족
2012년 7월 17일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2012년 12월 7일 도료 및 희석제 가이드라인 협약 준비회의 1차
2013년 3월 8일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준수 중간점검
2013년 7월-9월 울산북구 매곡산업단지 안심산단만들기사업 추진
2013년 9월 5일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사용자간 고독성물질저감합의문 공표
2014년 1월 현재 발암물질목록1.0 개정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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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발암물질 운동의 전개 과정

2. 운동에 대한 약평
1) 발암물질 조사와 대책 마련의 흐름 변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와 함께 발암물질목
록을 만들어 공표한 것이 2009년이었다. 그리고 연구소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암물질 조
사사업을 시작하였다. 법에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금속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발암물질 조사가 국내 최초로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업주들의 반대가 노골
적이었지만, 노동부에서 발암물질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사업주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발암물질조사를 처음 할 때만 해도, 현장에 발암물질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었다. 어떤 용도의 제품에 어떤 물질들이 왜 들어있는지 모두 생소할 따름이었다. 그러고
보면 제품의 MSDS는 형식적으로 걸려있을 뿐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성분 하
나하나 꼼꼼히 검토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발암물질조사는 죽어있던 MSDS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 셈이다. 사업장의 MSDS를 꼼꼼히 전산입력 한 다음, 각 성분별로 발암물질
목록과 대조하였고, 발암물질이 발견되면 함량을 따져보면서 제품의 최종 독성을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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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금속노조 소속 약 100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전체의 10%를 넘었다. 생식
독성물질과 동물발암성물질까지 포함하면 전체 제품의 40%가 고독성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더 놀라운 것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발암물질들이 ‘남용’되고 있다
는 사실이었다.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한 물질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고, 성능상 꼭 필요하
지 않은데 끼워 팔기 되는 발암물질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발암물질을 찾는 것 뿐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이 때 등장한 사업장이 타타대우상용차였다. 타타대우상용차는 군산에 있는 트
럭제조회사인데 1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대기업이다.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2010
년에 발암물질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본 회사가 관리방법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해온
것이다. 노사 모두 진심으로 발암물질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매우 특이한(?) 회사였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요청한 만큼, 발암물질 뿐 아니라 생식독성물질과 환경호르몬, 몸에 들어오
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잔류성 물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기준에 입각하여 고독성물질을 모두
조사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결국, 가장 좋은 관리수단을 개발하게 되었다. 바로,
구매금지물질목록이다.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품에 특정 발
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물질들이 함유되지 않은 안전
한 제품을 찾아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결국 타타대우상용차의 블랙리스트가 만들
어지게 된 셈이다. 250여개 제품 중에서 14개 제품이 고독성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년간 구매팀과 생산기술팀, 안전보건팀과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함께 하는 독성물
질 없는 타타대우상용차 만들기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타타대우상용
차의 사례는 국내 최초로 모범적인 독성물질 관리를 보여준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구
용역으로 사례연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성물질의 데이터베이스는 광범위해졌고 더 꼼꼼해졌다. 전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최신 독성정보들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찾아
내지 못했던 독성물질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임신을 앞두었거나 임신중인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환경호르몬은 발암물질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타타대우상용차에서 노사와 함께 모범적 관리모델을 개발하자, 여러 사업장에서 우리 연구소를
찾기 시작했다. 그 중의 하나가 금속노조 경주지부 소속 9개 사업장이다. 에코플라스틱을 비롯
한 9개 사업장 노사는 우리 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하기로 공동 결정하였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진 조사를 통하여 소중한 결과들이 발견되었다. 작업환경측정
에서 누락된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도 찾게 되었고, 환경호르몬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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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다. 고독성물질들이 함유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체제품을 찾기 위
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사업주들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는 노사합의문을
작성하여 사인하였다.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노사합의문에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사용
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사용중인 제품들은 대체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
할 경우 철저한 작업환경관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노사가 이렇게 합의하게 된 것
은, 발암물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노사에게 만들어지면서 관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연구소는 발암물질 대체 등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제, 발암물질조사를 의뢰해 오는 사업장을 처음 찾아가게 되면 타타대우상용차의 사례와 경
주지역의 사례를 먼저 설명한다.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 수십년간 이미
써온 것들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관리해보도록 하자, 관리는 어렵지 않다, 회사에서
발암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노사간에 서로 힘을 모아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노사의 표정은 밝아진다. 발암물질 관리의 두려움이 극복되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화학물질 실태파악과 관리대책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
낀다.
약 5년간의 발암물질 사업을 통하여, 우리 연구소는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고 자부한다. 과거, 발암물질 없는 곳이 어디 있냐,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지 않냐 등 발암물질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던 현장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고 있다. 발암
물질이 없는 사업장이 없으니, 우리 사업장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발암물질을 전
부 찾아내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없애보자. 이런 태도가 싹트고 자라나고 있다.
2) 약평
① 민간 차원의 발암물질 감시 및 저감 운동 정착
-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전문가들의 헌신)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시민과 노동자 대중 운동 본격화)
② 발암물질 관리 체계 강화
- 적극적으로 특별관리물질 개념 정립하고 관리수준 높이려 노력
- CMR 표시 확대 노력 긍정적
③ 자동차산업 저감대상물질 선정 및 저감하기 위한 기반 구축 성공
- 금속가공유와 도료, 희석제 등 자동차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제조기업과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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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자발적 유해물질 저감 협약 성공적 수립
- 타타대우상용차 노사 발암물질등 고위험물질 저감 위한 노력 합의
- 여러 금속사업장에서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구체적 노력 시작
④ 기업의 적극적 노력 확대 필요
- 자동차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임

Ⅱ. 발암물질 관리 사례 소개36)
2009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발암물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제는 어
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모델이 되는 시범적인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했다. 그래서 노동환경건
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 가지 형태의 발암물질관리 사례를 만들어
낼 계획을 수립했다. 세 가지 모델이란 사업장 노사공동 관리모델, 지역 노사공동 관리모델, 그
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지역산단의 관리모델이다. 먼저, 사업장 관리모델이 타타대
우상용차에서 만들어졌다. 타타대우상용차 노사가 ‘발암성 고위험물질 관리체계 선진화사업’을
통해 2012년 2월 'Toxic Free TATADAEWOO 선언(이하 타타선언)'을 하였고, 1년간 실무회
의를 통해 고독성물질 저감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지역의 노사공동관리모델은 이제 막 만
들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경주지역 8개 사업장 사업주는 2013년 9월 5일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노사합의문(이하 경주합의)’에 사인을 하였다. 앞으로 1
년이 더 지나면 경주지역의 공동관리 모델이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지역산
단의 관리모델은 사업주들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계 속에서 공동의 노력방안을 만들
어내는 것으로 현재 울산에서 개발 중에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이 글을 통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발암물질 관리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추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제안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물론, 이 두 사례는 모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특히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의 이야기이다. 타타대우상용차는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사 협력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이기도 하
다. 이것을 명심하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특수하다면 특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이야기이지만,
사업장의 발암물질관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참고할 거리가 있을 것이다. 만약,
타타대우상용차 사례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올해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비를 지
원받아 수행된 『국내 기업의 CMR 물질 관리 및 대체 물질 사용 사례 조사 연구』보고서를
읽어주기 바란다.

36) 이 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동향 가을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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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타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후 1년
타타선언(자료1)과 경주합의문(자료2)은 서로 형식은 다르지만, 작성목적과 내용에서 매우 유사
하다. 둘 다 사업주와 노동자대표의 적극적 의지표명을 담았고,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에 대
한 관리는 노출관리가 아니라 사용저감이 우선함을 큰 원칙으로 상정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사공동 선언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타타대우상용차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굳이 단계
를 구분하자면,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2010년부터 2011년 5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사업 준비기였다. 2010년 타타대우상용차
노동조합37)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 조사를 추진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안전보
건교육시간을 활용해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였다. 보고서는 회사에게도 전달되었다. 회사의 안전
보건팀은 HR(총무)본부에 속해 있었는데, 담당 차장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노동조합과 함
께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이후 타타대우상용차 회사는 적극적으로 발암물질 관리에 나서는 것
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2011년 5월부터 ‘발암성 고위험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연구’를 추진
한다. 안전보건팀이 소속된 HR본부에서는 생산팀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하여 사
업의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이 사업이 안전보건팀 만의 사업이 아니라 회사전체가 함께 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생각은 발암물질 문제를 근골격계 문제처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사간의 대립적 주제가 아닌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태도였다.
이제 2단계인 발암물질 조사 및 관리대책수립 단계로 넘어간다. 2011년 5월 이후 노사는 6개
월간 발암물질 조사를 함께 하면서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이해하게 되었고, 발암물질
등

고위험물질의

관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유럽의

REACH에서

구분하는

SVHCs(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체 220여 개 제품 중에서
단 13종의 제품이 고위험제품으로 구분되었다. 이 제품들 중에서 대체나 함량제한이 불가능한
제품은 단 한 가지 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현재의 신규물질 검토(생산기술팀) 및
구매(구매팀) 프로세스를 그냥 둘 경우, 언제 다른 고위험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새로이 구매되
어 현장에서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결국, 노사는 고위험물질을 개별적으로 관리
하기 보다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구매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방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타타대우상용차
의 금지 및 사용제한 물질목록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타타대우리스트’라고 이름 붙였다. 생산
팀에서는 이렇게 금지물질 목록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산단가의 상승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
하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고위험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
37) 정식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라고 해야 옳지만, 편의상 타타대우상용차 노동조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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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이었다. 타타대우리스트를 만들어 발암물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경영진의 의지가
확인되었고, 타타대우상용차 노사는 노사 대표의 공식적 의지표명을 추진한다. 이것이 타타선
언이다. 안전보건팀에서는 경영진의 의지표명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고, 노동
조합은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보여주었고 회사의 적극성을 끌어
낼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마지막 3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다. 타타선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는 추진하면 될 일이었
다. 노사는 선언 이후 Toxic Free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1년간 발암물질 대체 및 작업환
경관리에 나선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렸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팀과 노동조합 외에 구
매팀과 생산기술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매팀에서는 타타대우리스트에 오른 고위험
물질이 없는 제품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생산기술팀은 신규물질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MSDS가 확보되고 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유해제품이 사용중단
또는 대체되었으며, 대체가 불가능한 발암물질은 현장의 공기 중 농도를 저감시켜 위험도를 감
소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시스템과 안전보건시스템을 통합하는 화학물질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2. 성공의 열쇠
타타대우상용차는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능력이 평균수준 이상이었
다. 경영진과 노무관리조직은 안전보건분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고, 노동조합과 함께 대화
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노동조합은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을 사업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합리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타
대우상용차의 발암물질 관리가 성공한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사 공동노력의 전제조건
회사의 관리자들은 발암물질이 노사 간에 큰 갈등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발암
물질이 혹여나 제2의 근골격계질환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였다. 그래서 발암물질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사
용해온 발암물질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암물질을 현장에서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노사가 공동노력 해야 할 필요는 확인
되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다. 우리 연구소는 노사에게 “노동조합은 회사가 잘 몰라서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발암물질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며, 대신에 회사는 발암물질의 사용현황
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는 약속을 제안했다. 노사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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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노력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2) 문제를 충실히 드러내는 것, 구체적인 신뢰의 출발점
타타대우상용차는 ‘발암물질 등 고위험물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업의 범위를 정의했다.
기왕 조사하는 김에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환경호르몬, 잔류성/농축성물질까지
포함하는 유럽의 SVHCs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하자는 것이 회사의 입장
이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
하려 하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회사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다. 발
암물질만 파악하는 것은 손해라는 뜻이다. 둘째, 상호 신뢰를 위해서는 회사가 숨기는 것이 없
어야 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숨기려하다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오
히려 회사가 모든 것을 드러내려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에게도 합리적인 태도를 요구할 수 있
다는 생각을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3) 중요한 의제로 다루기 위한 조건, 노무담당 책임자의 결합
만약, 어떤 사업을 한 다음 그 성과가 지속적이기를 바란다면, 사업주가 의지 표명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도 사업주의 의지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발암물질 대체나 저감과 같은 입장이 사업주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그런데 속상하게도,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직은 사업의 성과만 보고하고 알아서 잘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그 사업에 대해 사업주의 의지표명을 이끌어내거나 노사의 공
동정책을 수립하는 산파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발암물질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서
부터 조사결과에 따른 전사적 대책수립이나 노사공동선언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회사
대표는 따로 있다. 노무관리조직의 책임자나 총무조직의 책임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업의 실무적인 내용은 안전보건담당자와 의논하되, 사업의 진행상황과 의미를 공유하고 사업
결과물의 활용방안을 의논하는 것은 노무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타타대우상용차에서는 안전보
건조직이 총무에 속해있었고, 해당부서의 임원인 이사가 모든 문제를 결정하였다. 타타대우상
용차에서 노사공동의 선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전보건 실무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소통할 수
있는 이사가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명확한 관리기준의 설정, 분명한 비전의 확립
타타대우리스트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볼보자동차의 볼보리스트는 이미 잘 알려진 금지 및
사용제한목록이다. 이러한 목록을 기업이 보유하는 것은 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에게는 이것이 매력적이다. 고독성물질을 애매하게 잘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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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우리 기업에서 금지나 사용제한 할 물질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구매단계에서부터 사용
단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하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은 유럽의 선진기업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일치하므로, 선진적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 고위험물질을 사용 제한함으로써 직원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사
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어 경영진
에게 전달되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마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기업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위험물질 사용저감과 기업비전의 연결고리도 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
5) 생산기술과 구매, 그리고 안전보건의 협력 프로세스 구축
타타대우상용차의 Toxic Free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때 생산기술팀과 구매팀에서 회의에 결합
하였다. 생산기술팀은 공정설계와 운전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화학물질의
도입을 검토한다. 구매팀은 생산부서 및 생산기술팀에서 요구하는 물질에 대해 검토하여 가장
저렴하면서 기능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낸다. 그러나 이 과정에 안전보건팀은 아무
런 역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팀에서 보유한 화학물질목록에는 이미 사용이 중단된
오래된 제품이 많고, 신규제품은 누락된 것이 많게 된다. 당연히 MSDS도 없을 수 있다. 이것
은 화학물질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타타대우상용차에서는 생산기술팀
과 구매팀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였고,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 결과 신규제품
테스트, 구매, MSDS 확보 및 고위험물질검토, MSDS 신뢰성 평가와 같은 절차가 하나의 프로
세스로 통합하게 되었다. 안전보건팀에서 MSDS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테스트도 할 수 없게 절
차를 확립한 것이다.

3. 사업장의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제안
마땅함.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런 모습을 띄고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그것은 때
로 우리에게 독이 된다.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 같다.
첫째, 사업장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을 경우, MSDS는 확보하고 있을 것이며 현장에서 사용
하는 제품 목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대부분 사업장
은 안전보건 담당자가 MSDS를 일부 가지고 있으며, 그 중의 다수는 이미 현장에서 사용이 중
단된 것들이다. 발암물질 관리란 화학물질의 체계적 파악에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일이 될 것
이다.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관리 사업의 종착지는 생산기술과 구매와 안전보건관리가 통합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암물질관리를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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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큰 착오이다. 우선, 발암물질 문제는 사업주에게 보고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사업주에게 보
고하고 사업주의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실무자에
불과하다. 노무담당 임원이 사업을 보고받고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도구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장의 금지 및 사용제한 물질 목록
을 통해 구매단계에서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경영진의 이
해를 빠르게 하는 길이다.
셋째, 발암물질이더라도 노출량이 적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생각을 업그레이
드 해보자. 우리 기업은 화학물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기업이다. 그런 소비자 기업에서
같은 돈을 주고 굳이 위험한 제품을 사서 써야 하는가? 그 위험한 제품 때문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또 발암물질 사용기록을 작성하거나 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의무를
이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용과 노력 모두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발암물질은 구매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
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넷째, 노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약속을 하라. 노동조합
은 ‘회사가 잘 몰라 관리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회사는 ‘이번부터 숨기
지 않고 다 찾아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하라. 그 다음에는 발암물질 조사범위를 확대
하라.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출기준 고시에 표시된 CMR 물질 조사로 제한하지 말고, 노동조합
과 함께 유럽의 SVHCs 물질을 다 찾아내보겠다고 욕심을 부려보자. 그러면 회사는 노동조합
에게 불신을 받을 리 없을 것이다.
[자료1] 타타선언
Toxic Free TATADAEWOO 선언문
타타대우상용차 노사는 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을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하여 매년 고위험 우려물질(SVHCs)들을 지속적으로 저감해 나갈 것이며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

하는 Toxic Free TATADAEWOO를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타타대우상용차는 임직원들에게 약속합니다.
일하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암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유해물질을 줄여나
가고 작업환경을 관리하겠습니다.
● 타타대우상용차 회사와 노동조합은 군산시민들에게 약속합니다.
타타대우상용차에서 현재 사용하는 유해물질을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군산의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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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물려주도록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타타대우상용차 회사와 노동조합은 고객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구입할 차량은 사람과 환경에게 해를 주지 않는 공정에서 생산될 것이며,

먼 훗날 수명

을 다해 폐기될 때에도 환경에 부담을 적게 만들 것입니다.
● 타타대우상용차 회사와 노동조합은 약속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고위험 물질을 줄여 나가면서 얻은 모든 노하우를 다른 기업 및 노동조합들과 공유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우리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료2] 경주합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노사합의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사용자는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고독성물질(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환경호르몬, 생체잔류성/농축성물질)을 지속
적으로 저감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화학물질로 인해 암과 생식계통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발암물질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철저히
관리한다.
둘째, 노사 공동으로 구매금지물질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고독성물질의 구입부터 차단할 수 있는 선
진적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현재 사용 중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을 찾아 대체를 추
진한다.
넷째, 이상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며, 세부
적인 운영방안 및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Ⅲ. 고독성물질 저감의 성공 사례38)
- 발암물질국민행동, 금속노조, 제조기업간의 유해물질가이드라인협약에 대하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암물질 관련 사
업을 추진하였다.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발암물질목록작성위원회를 운영하여 2010년에 발암물
질목록1.0을 공표하였고,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암물질조사사업을 수행하여 발암물질 사용
38) 이 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동향 2013년 여름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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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저감이라는 숙제가 대두되었고, 사
업장 차원의 대책수립과 함께 산업별, 지역별, 제품별 대책수립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타타
대우상용차에서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만들 수 있었고, 서울, 군산, 울산 등지에서 발암물질 없
는 지역 만들기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금속가공유, 도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품별 대
책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이 중에서 제품별 대책수립의 사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화학물질이라는 제품의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관계 속에서 덜 유해한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유
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부터 공유하고자 한다.

1. 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개입해야 할 이유를 만나다
어떤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을 만날 때, 이 물질에 함유된 성분들이 기능상 꼭 필요하
니까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오늘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발암물질목록작성위원회와 함께 ‘발암물질목록1.0’을 공표하면서 일터에
서 사용되는 발암물질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2010년에는 금속노조와 87 사업장의 MSDS를 수
거하여 분석하였고, 2011년까지 이 중에서 약 50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1년 말 12,952 종의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너무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 일부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구성성분 중 가장 독성이 큰 성분의 독성값을 대표로 부여하여
12,952 개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1A, 1B 제품이 총 12.3 %나
되었으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내분비계교란성, 잔류성/농축성 등 고독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총 55.0%에 이르렀다. 믿어지지 않는 결과였기 때문에 분석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결과는 같았다.

독성

제품(개)

비율(%)

1A

764

5.9

1B

830

6.4

2

4584

35.4

소계

6,178

47.7

기타독성

950

7.3

성분확인필요

1889

14.6

발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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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발견된 고독성물질 중 다수는 굳
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성분들이었다.
예를 들어 가장 선도적으로 고독성물질
저감에 앞장서는 볼보그룹에서 발표한 금
지물질 목록인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999개였으며, 사용
제한 목록인 ‘그레이리스트’에 해당하는
제품은 650개였다. 그 뿐 아니었다. 자동

독성해당없음

1947

15.0

차 산업에서는 폐차규제(ELV) 때문에 6가

카스번호없음

1073

8.3

크롬, 카드뮴, 납, 수은 4대 중금속이 금지

영업비밀

871

6.7

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에 사용할 목적이

자료부실

44

0.3

아니라는 이유로 6가크롬이 함유된 도료

12952

100.0

가 남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계

표 198. 12,952개 제품의 독성별 분포

심각한 경우도 만날 수 있었다. 유럽에서
금지된 물질이 특정 기업에 의해 수입되

고 있으며, 굳이 그 성분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제품들에 ‘끼워 팔기’ 되는 것도 확인하였
다. 환경부에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도입을 추진하면서 ‘해외의 고독성물질이 유입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던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화학물질 생산자들은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
고, 화학물질 사용자들은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이라는 요인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았
던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기업과 노동조합이 화학물질의 소비자로서 정당한 인식과 권
리를 행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2. 불매운동 vs 안전제품협약
이른바 ‘불량기업’들이 존재했다. 해외의 금지물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이었
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절삭유나 연삭유와 같은 금속가공유에 ‘짧은사슬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덴마크에서는 프레스와 같이 큰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경우에만 ‘중
간사슬염화파라핀’이나 ‘왁스형염화파라핀’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공장 바닥 청소
등에 사용되는 세척제류에는 환경호르몬이며 수생생태계에 큰 위협을 주는 노닐페놀계열 물질
이 금지되고 있었다. 락카페인트에 많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EHP의 경우 2015년
부터 사용제한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체물질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물질들을 수입해서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물질의 사용중단을 요청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이 의논되었다.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을 사용하던 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과
정을 밟아나갔다. 해당 기업에서는 즉각적으로 사용중단과 전량폐기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러
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은 ‘불량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의심하였다. MSDS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을 것이다. 노동
조합은 금속가공유에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모든 기업들에게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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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기업들로서는 제품마다 분석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선량한 기업들이 ‘불량기업’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된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와 의논하여 방향을 수정하였다. 금속가공유 제조기업들과 금속
노조, 그리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의 유해물질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
써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전술을 전환한 것이다.

3. 금속가공유 유해물질가이드라인 협약의 내용과 이행상황
유해물질가이드라인 초안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작성하였고, 금속노조와 금속가공유 제조기
업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협약내용을 조율하였다. 그 결과 2012년 4월 8개 업체가 참여하는 협
약조인식이 있었고, 2013년 5월 현재 총 16개 사업장으로 참여가 확대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총 5개 그룹의 물질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염화파라핀, 보린산, 알킬페놀, 에탄
올아민, 윤활기유이다. 금속가공유에 첨가되는 방부제에 대해서는 2013년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연번

1

2

3

물질군

염화파라핀

보린산

알킬페놀

4

에탄올아민

5

윤활기유

물질명
염화파라핀(짧은사슬)

85535-84-8

염화파라핀

61788-76-9

염화파라핀(중간사슬)

85535-85-9

염화파라핀(왁스)

63449-39-8

보린산

10043-35-3

보락스

1303-96-4

보린산(나트륨염)

13840-56-7

노닐페놀

25154-52-3

4-노닐페놀

104-40-5

옥틸페놀

27193-28-8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9016-45-9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

9063-89-2

기타 알킬페놀류

별첨 *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디에탄올아민

111-42-2

표 199.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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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일

모든 금속가공유 사용금지

2012. 7. 17

포밍유만 최소량 사용 허용

2013. 1. 14

5.5% 이하 최소 사용 허용

2013. 1. 14

사용금지

2013. 1. 14

사용금지, 트리에탄올아민
사용

2013. 7. 15
2013. 1. 14

고도정제기유 사용 또는 다
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2013. 1. 14
DMSO 3% 미만

가이드라인에는 또 다른 합의가 있었다. 상호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사회적으로 이끌어
내고 전 사회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저감의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기여하자는 약속이 있었으며,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 1회 금속가공유의 유해물질 사용저감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
였다. 2013년 3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및 협약 참여기업들과 함께 중간점검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기업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노력으로 인해
유해물질 저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2013년

물질명

제조사
(개소)

제품수
(개)

사용량
(T/Y)

제조사
(개소)

제품수
(개)

사용량
(T/Y)

염화파라핀(짧은사슬)

1

6

9.3

0

0

0.0

염화파라핀(중간사슬)

11

295

1112.0

11

158

899.8

염화파라핀(왁스)

2

26

33.5

2

15

19.3

보린산

12

180

344.4

11

145

297.4

노닐페놀류

12

64

47.7

3

12

14.2

표 200.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중간점검 결과

물론, 아직 장벽은 남아있다. 유해물질이 덜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테스트 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는 기업에서
는 왜 제품을 바꿔야 하냐며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이 옳기 때문에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은 협약당사자 사이에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4. 가이드라인 합의와 이행의 의미, 그리고 과제
금속가공유 유해물질가이드라인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염화파라핀이나 노닐페놀의 사용을 저감
시키는 효과가 확인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고독성물질을 써야만 생
산이 가능한가?’라는 매우 상식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독성물질의 생산과
수입을 파악하고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노력이 매우 소중한 것임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깨닫
게 되었다.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운동이 기획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지만 매우 더디다.
이 때문에 고독성물질을 저감시키는 노력이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유럽의

비정부기구인

국제화학물질사무국(ChemSec)에서는

자체적으로

SIN

리스트

(Substitute It Now List)를 작성하여 공표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사용제한 후보물질을 확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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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압력을 넣고 있고,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SIN 리스트에 오른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들
을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과는 파트너쉽을 맺어 사회적
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화학물질사무국이 전략적으로 기
업을 두 가지로 구분하기에 가능했다. 석유화학산업이나 농약산업과 같은 화학물질 생산기업과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구분한 것이다. 화학물질 사용
자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의 자각을 요구하며 유해물질의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이러한 전술은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형성되어야 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
민사회가 자체 통계를 구축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고독성물질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사용자 기업이 소비자로서의 감수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금속노조와 ‘발암
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 하였다. 그리고, 금속가공유 제
조기업의 참여가 있었고 최근에는 도료 제조회사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들도 감지되고 있다. 군산의 타타대우상용차에서 노사공동으로
고독성물질 저감정책을 마련하여 Toxic Free TATADAEWOO 만들기 선언을 한 것이다. 타타
대우상용차 노사는 직원들의 직업성 암 예방 뿐 아니라 화학물질로 인한 군산지역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 타타대우상용차의 고독성물질 관리 사례는
여러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간의 중앙교섭에서 발암물질조사
를 2년에 1회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도 고독성물질 관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물질의 경우 노출기준고시에 표기하고, 특별관
리물질 지정을 확대하며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고독성물질에 대한 기
업의 태도를 달리하도록 이끌고 있다.

5.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더 좋은 사회를 꿈꾸며
그러나 아직까지 자동차산업이나 전자산업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거나 공식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도 크다. 대기업은 화학물질 시장에 개입하여 고독성물질의 유통이
줄어들도록 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흐름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보다 본격적인 운동이 추진된 다음에 가능할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고
독성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이제 겨우 기지개를 펴고 있는 수준이므로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다. 그러나 꿈꾸는 자에게 다른 미래가 찾아올 것을 믿는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연구소에서 안전한 대체물질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부품사에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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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고독성물질 대신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대기업의 등장은 꿈일까?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부끄러
운 모습 대신 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와 전체 사회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진정한 상생을 추구
하는 대기업이 한국사회에 있을 법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유해물질 저감이라는 목표가 기업의 비전이나 가치와 연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그런 기업을 요구하며 스스로 행동에 나
설 때가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산업보건을 전공한 전문가들에게 당부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독성물질 저감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행동하자.

Ⅳ. 마치며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 MSDS 자료의 정보가 보다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MSDS를 주고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이다. 노
동자 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생활용품 중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더 잘 만들어지며,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여러모로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저감이라고 하는 요구는 사회 전체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발암물질국민행동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생산을 바꿔 발암물
질로부터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슬로건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
다.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발암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게 만들면 변화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이 고독성물질 저감에 앞장선다면 더 큰 변화가 올
것에 대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작에 생산과 소비는 손을 잡았어야 했다. 생산과 소비가
고독성물질 저감을 목표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성공을 경험하도록 이
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발암물질 운동에 있어서 매우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발암물질국민행
동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암물질목록1.0 개정을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역운동의 활성화이다. 금속노조는 16만 조합
원이 있지만, 전체 금속노동자의 수는 160만이 넘는다. 지역의 작은 산업단지에서 노동조합 없
는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 아직 미개
척된 영역이다. 울산 북구청과 금속노조가 나서서 울산북구 매곡산업단지 조사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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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은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하여 중소사업
장의 고독성물질 관리전략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2014년에 본격적으로 이 방안을 만들 생각이
다.
발암물질 운동은 사회를 바꾸는 운동인데, 특히나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노동자와 시
민의 개입을 확장하는 운동이다. 결국 화학물질 시장을 바꾸는 것이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대
상이자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에 대
해 명확한 입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발암물질은 나쁜 것이며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단순명쾌한 입장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생
각을 만들고 퍼뜨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다. 이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우
리가 안 쓸 수 있는 발암물질을 굳이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까지 갖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장에서 발암물질 조사와 관련 대책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부품사 관리를 강화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한
다(이제는 현대차도 대응력이 생겼으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화학물질의 제조기업들과 소비기업이 직접 접촉하도록 유도하면서, 접촉과정에서 유해물
질 사용저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사업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노동부, 지자체, 환경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기업주협의회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모
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5년간의 노력과 성과에 부끄럽지 않은 또 다른 5년을 준비하자. 2020년,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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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발암물질 조사사업의 성과와 후속대책

이상환(금속노조 경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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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누락 작성된 GHS물질안전보건자료 현장 대응 사례

김효중(기아자동차 조합원)

현대·기아차 작업현장에 작성 비치되어 있는 GH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검토를 해보았다.
신뢰성 검토 결과는 상당수의 GHS물질안전보건자로가 엉터리로 작성되어 현장에 비치되었음
을 알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화학물질 제조사 및 공급자 상대로 고발, 진정 등으로 현장대응
하였고 현장대응 결과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급자가 불법적으로 GH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사례
●

현상

D산업주식회사는 화학물질 중간공급자로서 7개 화학물질 제조사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GHS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업자 임의로 작성하고 발암성 및 위험·유해성을 허위누락 작성함.

●

현장대응 및 결과

GHS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누락 작성 협의로 지난 2013년 8월 평택고용노동지청에다 고발하였고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는 발암성 및 위험·유해성 부분이 허위누락 작성된 점을 산업안전관리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D산업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각 7개 화학
물질제조사에게는 GHS물질안전보건자료 개선명령을 하였음.

■

기유 중 IP346에 따라 3%(w/w) 이하의 DMSO-추출물을 함유한 고 순도 기유 발

암성 여부 확인 사례
●

현상

S-윤활유(주)에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A제품상에는 기유 중 CAS번호 64742-54-7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IP346에 따라 3%(w/w) 이하의 DMSO-추출물을 함유한 고 순도 기유에 대해
서는 비발암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S-윤활유에서 제공한 GHS물질안전보건자료
상에는

IP346에 따라 3%(w/w) 이하의 DMSO-추출물을 함유한 고 순도 기유라는 표기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이를 검증 할 자료는 없었음.

●

현장대응 및 결과

S-윤활유(주)에서 제공한 GHS물질안전보건자료 상에 표기 되어는 기유 CAS번호 64742-54-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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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IP346에 따라 3%(w/w) 이하의 DMSO-추출물을 함유한 고 순도 기유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에다 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S-윤활유(주)에다 이를 증명
하라는 권고하였음.
S-윤활유(주)는 서울고용노동청 권고에 따라 S-윤활유(주)는 가공 판매 업체로부터 IP346에 따라
3%(w/w) 이하의 DMSO-추출물을 함유한 고 순도 기유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공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였고 노동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제공함.

■

고용노동청 시정명령을 개 무시하는 용접봉 제조사 사례
●

현상

고려용접봉은 용접봉 제조사로서 수원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2005년과 2006년도에 동일한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발암성 및 위험·유해성 그리고 독성에 관한 정보를 허위누락 작성
협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이다. 그런데 지난 2013년 7월 고려용접봉에서 제출한 동일 제품의
GH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 다시 발암성 및 위험·유해성 그리고 독성에 관한 정보를
허위누락 작성하여 기아차에다 제출하였음.

●

현장대응 및 결과

동일 제품으로 수원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2번씩이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품의
GHS물질안전보건자료 상에 발암성 및 위험·유해성 그리고 독성에 관한 정보를 허위누락 작성 협
의로 지난 2013년 7월 부산고용노동지청에다 고발하였고 부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발암성 및 위험·
유해성 부분이 허위누락 작성된 점을 산업안전관리공단을 제품분석 통해 확인하고 고려용접봉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음.

■

GHS물질안전보건자료 상에 영업비밀 부분을 제조사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한국쉘석유(주)에 대해 현재 현장대응 중인 내용
●

현상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
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2.1.26>로 명시 되어 있음. 또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한 민원인 관련 답변에서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과 CSA번호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유해성·위험성 분류 정보는 반드시 기재”하여
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쉘석유(주)에서 현장에 제공한 GH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함유 물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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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영업비밀을 처리하고 반드시 공개를 하여야 할 유해성·위험성에 대해서는 자료 없음으로 처
리 하였다. 특히, 한 제품인 경우 제품 전체를 영업비밀로 처리하여 그 제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
한 정보를 제공치 않고 있음.

●

현장대응 내용

한국쉘석유(주) 소재지 해당 고용노동청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지청장에게 한국쉘석유(주)에서 제
공한 GHS물질안전보건자료 상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그 근거자료는 무엇인지와 GHS물질안전보건자
료 상에 영업비밀 처리된 함유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독성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하였는데 적법한
표기인지를 공개 질의함.
또한, 현대·기아차에서 취급 중인 한국쉘석유(주) 제품 20가지 제품에 대해 GHS물질안전보건자료
누락 작성 제공한 협의로 수원고용노동지청에다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임.

■

GHS물질안전보건자료 감시를 위한 현장 제안

현대기아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GH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위누락 작성되어
비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기아 작업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GHS물질안전보건자료는 부
품사 작업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도 노동자
이고 한국노총 조합원이다. 엉터리 GHS물질안전보건자료 감시를 위해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그
리고 노동안전보건 활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GHS물질안전보건자료 감시단”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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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안전보건

기획의도

철강 등 장치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와 대책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일과건강

1. 목표
○ 현대제철에서 지난 수년간 매월 1명 수준의 건설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외부방문 노동자
등이 사망하고 있음. 사망의 형태는 질식, 추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잠복
된 문제(만성적인 유해화학물질 노출)는 아직 드러내고 있지도 못한 상태임.
○ 작은 사고가 쌓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존재하는 한 향후 현
대제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더 큰 대형 참사와 폭발 등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고민하는 대책을 논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2.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한인임(일과건강)
· 발표① : 현대제철 사망 사고 원인조사 결과 <지난 2년 사고를 중심으로> - 현재순(일과건강)
· 발표② : 제철소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원인과 대책 – 강태선(안전보건칼럼리스트)
· 발표③ : 현대제철 기업 살인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및 투쟁방향 - 유희종(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 토론 : 박종국(건설연맹 노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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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망 사고 원인조사 결과
ㅡ 지난 2년 사고를 중심으로

현재순(일과건강)

1. 안전시스템과 하위시스템의 이해
1) 안전시스템(system of safety, SOS)이란 무엇인가?
모든 공장에는 안전시스템이라 불리는 발전된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공장이 안전하게 운전될 것”인지 자세하게 다룬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
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래에는 시스템의 구성요인들을 나열했다. 각 시스템은 공장 내의 위험한 상황을 감소시키거
나 제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Design and engineering(디자인과 공학적 조치)
• Maintenance and inspection(정비보수와 감독)
• Mitigation devices(완화조치 및 장치)
• Warning devices(경고 장치)
• Training and procedures(훈련과 과정)
• Human factors(인간 요인)
만약 공장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미국환경청(EPA)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업자의 실수는 훈련 부족의 결과일수도 있고, 표준작업절차(SOP)가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
고, 또는 컨트롤 시스템의 디자인이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다. 장치의 오작동은 보수가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고, 설계당시와 다른 조건에서 운전한 결과일 수도 있고(너무 높은 온도에서 운
전하는 등), 공정에 부적절한 소재나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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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를 조사하자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경고시스템이 작동한다. 무언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
는 경고 중에는 아차사고나 경미한 사고들이 있다.
안전전문가인 하인리히의 조사에 의하면, 작업손실일수를 발생시키는 사고 1건당 29건의 경미
한 사고가 있고, 다시 300 건의 아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재해 1건이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 번의 아차사고가 발생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징계 : 아차사고의 보고를 가로막는 장해물
재해는 보고되지 않으면 조사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아차사고가 발생
했을 때, 욕먹고 혼나게 될까봐 보고를 망설이게 된다. 게다가 재해의 목격자들도 자신이나 동
료들이 징계를 받고 욕먹게 될까봐 망설이게 된다.
우리의 실수나 거의 사고가 날뻔 했던 일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노동자
들이 모든 아차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려면, 회사나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
을 내걸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있어 강력한 안전시스템이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잘
318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차사고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아차사고를 보
고하거나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2) 안전시스템과 하위시스템(사례)
안전시스템

디자인과
공학적조치

정비보수와
감독

완화장치

경고장치

훈련과 절차

인간 요인

예방의
유형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법, 기준
가이드라인
공정위험분석
(PHA)와
변화관리
(MOC)

안전의
하위시스템

감독/감사

릴리프 밸브
(Relief
진동 모니터링 Valves)
예방적
정비보수

사고예상
안전부지계획 정비보수
(Safe Siting)
QC
화학물질대체
대정비
의사소통장치 주기설정
기계적
완전성확보

배수로확보
(Diking &
Drainage)
체크벨브
(Check
valves)
화재억제장치
(Fire
Suppression
Devices)

모니터
(Monitors)
공정 알람
(Process
Alarms)
장치 알람
(Facility
Alarms)

운전 매뉴얼

인간공학
노동자/장비
공정안전정보 인터페이스
잔업/특근
운전 절차
행동
(Operating
스태핑
Procedures) 버디시스템
노동강도
허가 프로그램 소음
온도
비상대응계획 환기
과 훈련
개인보호구
스트레스
스타트업 전
조도
검토
교대근무
일정표
보수교육
정보 자원
확보
의사소통
로크아웃/태그
아웃

3) 안전시스템 요약정리
① 예방적인 안전시스템은 재난과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이다.
② 디자인시스템은 심각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1차적 예방에 해당하며,
다른 시스템들은 사고의 발생가능성이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2차적 예방에 해당한다. 즉, 2차
적 예방은 1차적 예방을 하지 못한 결함이나 1차적 예방을 했어도 예상되는 문제들을 감소시
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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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장마다 안전시스템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름도 다르다. 하지만, 모든 공장은 안
전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④ 노동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는 안전시스템의 효과적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2. 현대제철 사망사고 현황
① 2012년 9월 5일 구조물 추락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홍00(62년생, 비계공, 시공업체 반도기계)
- 사고일시 : 2012년 9월 5일(수) 16시 30분경
- 사고내용 : 현대제철 소결현장 철 구조물 해체작업 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재해자를 덮
쳐 현장에서 사망함
- 진행경과
ž 9월 5일 16시 30분경 사망사고 연락을 받고 노동조합에서 즉시 방송차로 현대제철 서문으
로 감. 사망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현대제철 현장으로 이동을 시도하였으나 경비들의 제지로
현장출입을 못함.
ž 9월 6일 현대제철에 사망사고 원인조사를 노동조합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함.
ž 9월 9일 유족대표에게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연락이 옴.
② 2012년 10월 9일 감전, 추락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OOO(만 43세, 영일전설/외주공사업체) - 현대제철 중앙전기팀 직발주
- 사고일시 : 2012년 10월 9일(화) 9시 35분경
- 사고내용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로제강공장 슬라그 야드장에서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개선작업 중 감전 추락 사망
- 진행경과
ž 슬라그 야드장 150톤 크레인 전원공급 개선공사를 위해 상부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
자 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6,600V 고압 트롤리바에 접촉 감전돼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
ž 사고 직후 당진종합병원 후송 13:15분경 사망 판정
ž 시공업체 안전관리감독자 자리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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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2년 11월 2일 추락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OOO(만 53세, 교량 형틀공, 외주공사업체)
- 사고일시 : 11월 2일(금) 17시 15분경
- 사고내용 : 서당교 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함.
- 진행경과
ž 작업자 3명이 교량상판에서 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고정용 브라켓 용접부위가 파단되
어 해상으로 추락.
④ 2012년 11월 8일 추락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나00(만 43세 센이엔지, 하도급업체)
- 사고일시 : 11월 8일(목) 14시 59분경
- 사고내용 : 풍세설비 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 진행경과
ž 제강공장 풍세설비 본체 조립 작업중 재해자가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기 설치해놓은 피
트커버(4mx4m) 위를 이동 중 덮개와 함께 피트 내로 추락
ž 덮개 위에 있던 전기컨셉트가 피트 내로 떨어지며 물이 잠김
ž 사고 직후 당진종합병원 후송, 15시 52분경 사망 판정
ž 미완성 덮개를 설치 후 작업, 재해자가 물에 떨어진 상태에서 피트 내 물에 잠긴 전기 콘
셉트에 의해 감전 추정.
⑤ 2012년 11월 9일 협착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신00(만 33세)
- 사고일시 : 11월 9일(금) 15시경
- 사고내용 : 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나우이앤씨 기계설치 작업 중 협착 재해
- 진행경과
ž 사망 사고 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ž 사고현장을 안전관리자 및 현장관리자가 통제하여 사진을 찍지 못함.
ž 사고 발행 후 약 30여분 경과하여 구급차 도착 후 재해자 구조 작업한 것으로 목격됨. 이
후 현대하이스코는 철저히 사고현장을 통제함. 병원에 도착 후 수술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다
는 이야기가 있음.
ž 유족측은 회사 측에서 의료사라고 주장했다고 이야기함
⑥ 2013년 1월 24일 협착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백00(49세, 철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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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13년 1월 24일(목) 11:40분경
- 사고장소 : 연주 3기 건설현장 G36~37열(시공사 : 현대엠코, 협력사 : 대주중공업)
- 사고내용 : 천정크레인 거더 하부에서 철골 수정 중 용접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크레인
레일 옆의 개구부로 올라가던 중 주행 중인 천정크레인에 대퇴부가 협착되어 크레인 진행 방
향으로 5m정도 끌려간 사고임.
- 진행경과
ž 12:20분경 당진종합병원 응급실 1차 후송(심폐소생술 실시)
ž 13:40분경 가천대 길병원 2차 후송
ž 15:20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
⑦ 2013년 2월 18일 추락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김00(만56세, 닥트청소업체 현장소장)
- 사고일시 : 2013. 2. 18(월) 09:50분경
- 사고장소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철근제강 집진기 냉각실
- 사고내용 : 철근제강의 집진기 닥트 내부의 청소 상태 확인을 위해 재해자가 집진기 닥트
내부로 이동 후 작업 상황을 확인 하던 중 냉각실 하부로 추락(약12m)하여 발생된 사고임.
- 진행경과 : 닥트 내 추락 위험구역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⑧ 2013년 3월 14일 과로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김00(만 55세)
- 사고일시 : 2013년 3월 14일(목)
- 사고내용 : 현대제철의 무리한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과로사
- 진행경과
ž 증언에 의하면 고 김00 조합원 등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노동
시간인 40시간외에 1주에 16시간 연장근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함.
ž 특히 고 김00 조합원은 2월 중에 보름 이상을 밤10시까지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음.
⑨ 2013년 5월 10일 가스누출에 의한 5명 질식사망사고
- 재해자 : 이00(만 44세), 이00(만 32세), 홍00(만 35세), 채00(만 36세), 남00(만 25세)
- 사고일시 : 2013년 5월 10일(금) 01시 40분
- 사고내용 : 용광로 3기 보수작업 중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사
- 진행경과 :
ž 용광로 안에서 진행되는 내화벽돌 작업이 끝나기 전에 절차를 무시하고 배관을 통해 아르
곤 가스가 주입됨으로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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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작업시작 전 가스배관 차단과 산소농도 측정은 물론이고 가스배관은 전로내의 조작이나 사
고로 열리지 못하도록 메인밸브를 잠궈 놓았야 함에도 무시됨.
ž 사고 직후 현장증언에 의하면 수십 개의 공정이 혼합되어 작업을 하므로 하도급을 받은 업
체들끼리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현대제철은 오직 ‘빨리빨리’만을 지시
했다고 함.
⑩ 2013년 10월 29일 추락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전00(만52세, 유아건설 소속 배관공)
- 사고일시 : 2013년 10월 29일(화) 15:30분경
- 사고장소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강공장 3기(발주처 : 현대건설)
- 사고내용 : 제강 3기 건설공사 잔여 작업 중 공장 내 분진제거용 진공배관 설치 작업을 위
해 8층에서 배관설치 작업 중 7층 H빔 추락(약9m) 발생된 사고임.
- 진행경과 : 도르레(원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작업자를 쳐서 난간대 밖으로 팅기면서 추락
한 사고임.
⑪ 2013년 11월 26일 가스누출에 의한 1명 질식사망사고
- 재해자 : 양00(62년생, 사망 대광ENG소속)/부상 8명
- 사고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18:50분경
- 사고장소 : 현대제철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7호기 BFG(고로부생가스) Preheater(예열기)
- 사고내용 : 발전소 7호기 예열기 하자 보수작업 후 내부 점검 중 LDG(전로부생가스)가 작
업장 내부로 누출되어 작업자 9명이 LDG에 중독 1명 사망, 8명부상(1명 중태)한 재해임.
- 진행경과
ž 5시까지 BFG Preheater에서 핀튜브 용접작업을 마침.
ž 6시부터 작업내용 점검 작업을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 협력업체인 대광ENC가 시행함.
ž 현장작업자들은 LDG가 BFG Preheater에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으며 하자 보수 작업하는
동안은 연결되어 가스가 주입되면 안 되는 절차였음.
ž 질소가스 배출 및 LDG 충전작업을 하다가 Vent라인의 MOV(모터밸브)가 OPEN된 상태
로 하여 BFG Preheater 쪽으로 LDG 가스가 역류되어 사고가 발생함.
⑫ 2013년 12월 2일 추락에 의한 1명 사망사고
- 재해자 : 노00(만37세, 현대종합설계건축사무소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 사고일시 : 2013년 12월 2일(월) 15:30분경
- 사고장소 :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철근제강공장
- 사고내용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 현대종합설계 직원 5명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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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함. 사고 당일 재해자 외 1명이 A지구 철근제강공장 지붕으로 올
라가 안전진단 작업을 진행 중 재해자가 지붕이 찢어지면서 지면 45m 아래로 추락 후 사망한
사건임
- 진행경과
ž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추정되고, 한보철강 시절 건축된 시설물임. 이 후 부분 보수공사만
진행되었을 뿐 전체적인 보수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ž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12월 2일~13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진행 중이었음.

3. 사고유형 분석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안전시스템 주요원인

과로

1

1

인간요인 시스템 : 잔업, 특근 노동강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에 의한 과로사

협착

3

3

- 정비보수와 감독 시스템 : 예방적 사고예상 정비보수/ 안전조
치 미실시

추락

6

6

- 완화 및 경고장치 시스템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누출질식

2

6(부상8)

합계

12건

16명

- 디자인과 공학적조치/ 정비보수와 감독/훈련과 절차 시스템 :
동시작업과 공기단축, 안전 작업절차(밀폐 공간 등) 무시

4. 로직트리에 의한 사고원인 분석
1) 로직트리(Logic Tree)란?
로직트리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도구이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이다. 사고원인을 안전시스템 내에서 찾기 위한 논
리기법으로 가지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로직트리를 확장하는 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종료 테스트(stopping test)"를 해야 한다.
로직트리의

확장이

종료되는

시점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정상(Normal),

개선불가

(Non-correctable), 더 많은 정보가 필요(Need more information, NMI), 안전시스템(system
of safety, SOS)을 구분되어지면 안전시스템으로 분석된 내용은 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로직트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샘플 로직 트리이다. 파이프의 엘보우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일류가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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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발생된 화재를 예로 들었다.(Note : 예로 들은 사업장에서 파이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파이프는 수리되고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두자)

화재

Furnace에서
인화의 원인을
제공

기름이 누출

√

기름이 흐르는
파이프의
엘보우에 문제
발생

Non-correctable
개선불가

엘보우가
부식되었음

√

NMI
(Need more
information)

□
√

산소가 존재함

√

√

Normal
정상

√

엘보우에 대한
검사가 없었음

□
√

□
√

√

SOS
정비보수와
감독

2) 현대그린파워 가스누출사고 원인조사
1. 사고개요 및 피해현황
1) 일 시 : 11월 26일 오후 6시 20분
2) 장 소 :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주) 발전소 7호기 신축공사현장
3) 사고당시 작업내용 : 발전소 7호기 하자 발생으로 보수 작업 완료 후 최종점검과정
4) 사고종류 : 전로 부생가스 LDG(Linze Donawitz GAS) 누출에 의한 질식
5) 피해규모
① 총 1명 사망 : 양00(62년생, 대광E&C)
② 총 8명 부상 : 3명(현대그린파워), 3명(대광E&C), 2명(대우건설) 당진종합병원 입원
6) 사고경위 :
2013. 11. 26(화) 18:20분경 충남 당진소재 현대제철내 현대그린파워 신축공사현장 제7호기 보일
러 BFG Preheater(예열기) Vane의 용접부 탈락부위 하자보수작업(용접작업) 후 내부 점검 중 LDG
가 작업장 내부로 누출되어 작업자 9명이 LDG에 중독 1명 사망, 8명부상(1명 중태)한 재해임.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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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G(Blast Furnace GAS) : 고로 부생가스
LDG(Linze Donawitz GAS): 전로 부생가스
BFG Preheater : BFG(고로 부생가스)를 예열하는 장치
2. 1차 사고 조사 결과
1) 주요 사실
- 이 발전소는 현대제철 고로에서 발생한 부생가스의 일종인 BFG(blust furnace gas)를 이용해 터
빈을 돌리는 발전소로 노동자들이 열교환기를 교체한 뒤 가스배관을 점검 하던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남.
-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이던 발전용량 10㎾급 부생가스 7호기 발전소임.
- 사고는 노동자 3명이 지상 20m 높이의 가스배관 교차지점인 2m 크기의 컨테이너박스 형태 배관
에 들어가 예열장치 등을 수리하기 위해 작업 중 가스가 유출됨.
- 사망자가 먼저 쓰러지고 2명은 빠져 나왔으며 사망자를 구하기 위해 다른 6명의 노동자를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됨.
- 부생가스는 석탄을 덩어리로 굽는 코크스 과정이나 철광석·코크스를 고로에 넣고 쇳물로 녹여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다. 메탄과 수소, 질소, 일산화탄소가 혼합된 유독가스임.
- 이들 중 6명은 현대제철 내 자체소방대에 의해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3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됨.
- 5시까지 BFG Preheater에서 핀튜브 용접작업을 마침.
- 6시부터 작업내용 점검작업을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 협력업체인 대광ENC가 시행함.
- 현장작업자들은 LDG가 BFG Preheater에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으며 하자 보수 작업하는 동안은
연결되어 가스가 주입되면 안 되는 절차였음.
- 질소가스 배출 및 LDG 충전작업을 하다가 Vent라인의 MOV(모터밸브)가 OPEN된 상태로 하여
BFG Preheater 쪽으로 LDG 가스가 역류되어 사고가 발생함.
- BFG Preheater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한 맨홀(입구가 비좁아서 재해자를 구출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음. 실제 재해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상처가 발생)
- 공사가 마무리되어 폐쇄되면 BFG Preheater 내부는 가스로 가득 차있게 됨.
- 현대그린파워는 산업은행 등 재무투자자(42%)와 현대제철(29%), 한국중부발전(29%)가 합자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07년 4월 2일 설립됨.
2) 관련자 인터뷰 결과
- 사측관계자 “발전소 고로 가스 예열 장치를 내부에 보강작업을 하다가 가스가 역류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 사측 관계자 “원래 이 통로는 가스가 유입돼서는 안 되는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사측 관계자 “계단을 밟고 박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박스 입구에서 가스탐지기를 작동시켰지만
가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탐지기가 깜빡거려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왔으
나 양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 사망자는 산소마스크와 가스농도측정기가 없었음. 일부만 갖고 있었음.
- 공단 안전보건팀장 “현 하자보수공정에는 가스 충전작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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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 “3명이 들어가고 외부에 있던 관리자가 가스누출 사실을 알렸고 사망자는 미처 늦게 나
와 사고를 당했다”
- 공단 직원 “LDG 가스가 사고발생 후 10시간(다음날 새벽까지도)이 지난 히터에서도 냄새가 나고
있었다. 계속 누출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 윤규현 현대그린파워 대표이사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
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3. 확인된 사실의 정리
이 정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음.
1) 질식 사망
2) 산소마스크와 가스농도측정기 미착용
3) LDG 가스누출이 발생
4) 6시부터 작업내용 점검작업을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 협력업체인 대광ENC가 시행함.
5) 질소가스 배출 및 LDG 충전작업이 진행됨.
6) MOV(모터밸브)가 OPEN된 상태였음.
7) BFG Preheater 쪽으로 LDG 가스가 역류됨.
8) 현장작업자들은 LDG가 BFG Preheater에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음.
9) 박스 입구에서 가스탐지기으로 측정함.
10) 측정결과 이상이 없어 들어감.
4. Logic Tree를 이용한 사고 분석 결과
1) Logic Tree 분석
질식사망

예열기에 들어감

산소마스크 미착용

측정결과 이상없음

지급되지 않음

SOS

N M I

박스입구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고 들어간
상황.
밀폐공간 내
작업절차 위반.

일부만 지급하게 된
이유, 농도측정 시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보호구 착용없이
들어갔었는지 등.
작업절차 추가조사
필요.

가스 누출

LDG 가스 충전

BFG로 LDG가스 역류

N M I

MOV OPEN 상태
N M I

공단직원 증언에
따르면 이런
하자보수공정에
충전작업은 금지임.
추가조사 필요.

왜 OPEN 상태였는지
추가적 조사 필요.
기계적 결합을 포함한
이유가 밝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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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gic tree를 이용한 사고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질식사망사고가 일어난 직접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박스입구에서의 농도측정이 이상이 없어 예열기에 작업 투입되었음.
둘째, 들어가며 산소마스크가 없어 착용할 수 없었음.
셋째, MOV가 오픈되어 LDG 가스가 예열기로 역류되어 노동자가 노출됨.
3) 핵심적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추가과제
① Design System Error
- 가스충전시 MOV가 오픈된 점에서 기계적 결함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함.
② Procedure System Error
하자보수작업 시 가스충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충전작업이 진행된 결정적 절차상 오류가 발생함. 추
가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함.
- 박스입구에서의 농도측정과 산소마스크 미착용 등 밀페공간 내 작업시 안전작업절차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음. 사업장 훈련과 절차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함.

5. 안전시스템에 근거한 개선방향
1) 디자인과 공학적 조치
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의 주요원인 ‘최저가 낙찰제’ 개선
- 공사기간단축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하청업체와의 계약문제인 최저가낙찰제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위험이 하청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사비 감소로 인한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의 주범이 되는 제도이다. 많은 사망재해가 위험을 하청줄 수밖에 없는 최저가낙찰
제로부터 구조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때문에 현장실태에 대한 진단과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한 개선대책에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
서야 할 것이다. 이미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제정되어야 한다.
② 공사적정기간 보장
- 1건의 과로사와 2건의 가스누출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은 공사기간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이 이었다. 기간을 단축시키려다 보니 안전작업절차를 무시하고 야간작업과 동시작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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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화학물질별 취급시 안전작업절차는 물론 대정비작업별 ‘공사적정기
간’을 정립하고 현장에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 시
강력한 처벌규정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③ 현장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 사고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사고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는 것
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 위험에 대한 사전인지는 현장노동자가 가장 확
실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의 작업중지권한은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많은 노동자
들은 어쩔 수 없이 작업중지ž거부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혹여나 작업중지ž작업거부(대피)를 한 노동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까지 져야하는 상황이다.
-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보다는 가족의 생존권을 위한 안
타까운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산업안전보건법 26조 개정이
시급하다.
2) 정비보수와 감독
① 무시되는 안전조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
- 대부분이 추락, 협착사고의 주요원인인 작업전, 진행 중 안전조치가 후진국형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예방적 정비보수, 사고예상 정비보수, 기계적 완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관
리 감독되어야 한다.
- 수많은 누출에 의한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이 시
급하다. 산소농도측정기와 보호구 지급을 포함한 법적 조치가 100% 실행될 수 있는 정부차원
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② 노후설비 개선
- 현대제강공장 지붕 추락사고의 주요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현장 설비는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나 장치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조성된 지 30~40년이 된 상황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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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수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예고된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대제철 주요설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교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또한, 장비설비계약시 저가로 구입된 설비로 인해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는 문제와 시기적절
한 설비구입을 통한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언도 다른 산단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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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원인과 대책

강태선(안전보건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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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기업 살인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및 투쟁방향

유희종(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산재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한 계기 :
전국플랜트 노동조합 충남지부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3고로 건설과정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공동 대응 해줄 것을
주문.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2012년 9월 5일 이 후 불과 2달여
만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3고로 건설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의 노동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을 은폐하는 현대제철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담아 2012년 11월 21일 충남도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진
행함.(당일 기자회견 내용은 ytn, 한겨레, 경향신문, 지역 일간지 등 여러 매체에서 관심 있게
보도함) 기자회견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면담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3고로 건
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무리한 공기단축이 원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방
지 대책을 세울 것 을 요구. 하지만 천안지청은 이런 요구를 무시함.

2012. 9. 05 홍○○(50), 쓰러지는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
2012. 10. 09 이름 미상(43), 사다리 타고 올라가던 중 6600V 고압에 감전돼 추락사
2012. 10. 25 이○○(56), 기계설치 작업 중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
2012. 11. 02 이름 미상(53), 작업 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바다로 추락한 후 사망
2012. 11. 08 나○○(43), 설비 설치 공사 도중 추락사
2012. 11. 09 신○○(33), 기계설치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2013. 3. 14 김○○ 플랜트노동조합원 과로사로 사망.
2013. 3. 26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주관으로 규탄집회 진행(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 1,500여명 참
석)/ 양재동 현대차그룹본사 앞 기자회견
2013. 3.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2차면담 현대제철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을 실시하라고 요구. 천안지청장 요구 묵살
2013. 5. 10 새벽1시 40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3전로 내화벽돌 축조 작업을 마무리 하던 한
국내화 소속 노동자 5명 아르곤 가스질식으로 집단 사망.
2013. 5. 10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성명서 발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금속노조 충
남지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화섬노조 한국내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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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위 구성.
5. 13 10:00 현대제철 가스누출 집단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현대제철 c지구 정문)
18:00 현대제철 처벌촉구 민주노총충남본부 결의대회(장소 :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참석 :민주노총
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화섬노조 대전•충청지부, 진보정당 및 시민사
회단체 등 600여명)
5. 14 사고현장에 있던 한국내화 노동자 면담(사고 경위 등)/ 재해자 조문(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5. 15 11:00 현대제철 대표이사 처벌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현대제철 c지구 정문)
5. 16 14:00 피해 유가족대책위 면담(장진종합병원 장례식장)

현대제철 기업 살인 충남 대책위 1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13년 5월 20일(월) 17시

■

장 소 : 민주노총 충남본부 회의실

■

참 석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비정규노동자센터, 충

남노동인권센터,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 진보정의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충남본부 이상 10개 단체 참석
- 명칭은 “현대제철 기업 살인 충남대책위”로 한다.
- 참여 단체 대표들이 공동 대표를 맡고,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충남비정규노동자센터
대표, 당진시민사회 연대회의 사무국장 3인을 공동집행위원장 선임한다.

■

논의사항

-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면담을 진행한다.(금주 23(목), 24(금)중)
- 면담은 공동집행위원장 3인과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지회,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중
일정 가능한 단위에서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장, 천안지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한다.
- 고발은 28(화) 11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항의 면담
■

일시 : 2013년 5월 24일(금) 15:00

■

장소 : 천안지청 소회의실

■

참석자 : 진보정의당 충남도당, 충남비정규직센터,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플

랜트 충남지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천안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감독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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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 이번 현대제철 사고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안전 불감증이나, 관리시스템 미흡의 문제가
아닌 현대제철 기업에 의한 기업 살인으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현대제철 사업주의 대한 구
속 등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산업안전 보건문제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부분
도 반드시 특별근로감독에 포함시켜 진행해야 하며, 특별근로감독도 25일이 아니고 최소 50일
이상은 진행 할 것을 요구한다.
- 특별근로감독이 끝날 때 까지 이번 사고가 발생한 3전로는 절대 가동을 재개 하면 안 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3고로 건설현장도 전면 공사 중지를 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진행하라,
-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지회뿐 아니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플랜트노조 충남
지부도 함께 참여시켜 진행하라.
- 관련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원청 책임성 강화,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의 자유로운 현장출입과
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조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제시 해
주기 바란다.
천안지청장 답변
-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지만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
에 노동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 특별근로감독기간이나 내용은 대전청이나 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의 한계가
있다.
- 공사 중지 명령은 현재로선 어렵다. 하지만 특별감독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지명령을 내
리겠다.
- 해당 노조 및 민주노총과 협조하면서 진행하겠다.
- 현장의 목소리를 본부에 전달하여 법 개정 시 참고 하도록 하겠다.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 2차 회의
■

일시 : 2013년 5월 24일(금) 19:00시

■

장소 : 당진종합병원 합동장례식장

■

참석 : 충남비정규직센터, 노동전선, 당진참여자치연대, 진보정의당 충남도당, 통합진보당 충

남도당, 한국내화지회, 민주노총 충남본부 이상 7개 단체
- 구미 불산사고, 여수 폭발사고대책위 진행 등 확인하고 함께 연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
면 공동 진행 하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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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살인법제정과 관련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당진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
- 당진지역에서 진행하는 시민선전전에 대책위 성원들이 함께한다.(매주 화, 금 진행)
선전전 진행 시 산재사진전 진행
- 고용노동부 장관 등 고발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후 고발장 접수.
고발장 접수 후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장 항의 면담 진행.
- 3전로 재가동시 집회내지 촛불문화재 진행.
- 6월 초 충남 각 시, 군위원회와 협조하여 공동추모문화재를 진행.(최저임금 사업과 연계 등)
- 5월 10일 이 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기록한다.
5. 28 사고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
사고관련 전, 현직 고용노동부장관 등 7명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대전검찰
청)
5. 30 현대제철 살인기업 충남대책위 3차 회의
현대제철 살인기업 충남대책위 결의대회(고용노동부 천안지청/100여명참석)
6. 04 산재 없는 세상 만들기 촛불문화제(당진kt 앞/ 60여명참석)
현대제철 살인기업 충남대책위 4차 회의
6. 10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면담. 특별근로감독 철저히 이
행하라는 요구 전달. 현대제철 살인기업 충남대책위 5차 회의
6. 20 기업살인법 제정 서명운동(온양온천역) 이 후 5회 진행
6. 24 기업살인법 제정 서명운동(천안역) 이 후 3회 진행
7. 0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면담.(부실감독 우려 지적)
7.15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대전고용노동청, mbc, kbs, tjb 및
다수 언론보도 함)
8. 21 현대제철 집단 산재사망 사고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당진경찰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강공장 3기 현장 추락사고 현황보고
■

사고일시 : 2013년 10월 29일(화) 15:30분경

■

사고장소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강공장 3기(발주처 : 현대건설)

■

사고내용 : 제강 3기 건설 공사 잔여 작업 중 공장 내 분진 제거용 진공배관 설치 작업을

위해 8층에서 배관설치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지상에서 파이프를 들어올리기 위해 설치한 도
르레(원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끊어진 와이어 줄에 맞아 8층 난간대 밖으로 밀려 7층 H빔
위에 추락. 추락 당시 재해자 외에 다른 작업자가 없어 사고를 바로 발견 하지 못 함. 병원 이
송 중 과다출혈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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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일 18:00 사망사고 접수
10. 30일 06:00 플랜트 충남지부 조합원 산재 사망 관련 분향소 설치(현대제철 서문과 북문)
08:30 현대제철 북문 현대건설 안전교육장 분향소 설치
10. 31일 10:00 노동자 무덤, 현대제철 규탄한다! 산재사망기자회견(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
진행
참가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갑을오토텍지회, 축협노조 대
전·충남본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정의당, 통합진보당,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등 100여명 참석
16:00 민주노총 노안활동가 대회 참석 플랜트노조 사망 사고 관련 설명.
11. 01일 14:00 현대제철 규탄결의대회 진행 1,000여명 참석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대그린파워 가스 중독사고 현황보고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대우건설(대표자:박영식)
• 공사명 : 현대그린파워 5~8호기 보일러 ISLAND 설치공사
▢ 재해발생현장
• 사업장명 : 현대그린파워(대표자:윤규한)
• 업종 : 전기업
• 인원 : 113명
▢ 사고 개요
2013. 11. 26(화) 18:20분경 충남 당진소재 현대제철내 현대그린파워 신축공사현장 제7호기
보일러 BFG Preheater(예열기) Vane의 용접부 락부위 하자보수작업(용접작업) 후 내부 점검
중 LDG가 작업장 내부로 누출되어 작업자 9명이 LDG에 중독 1명 사망, 8명부상(1명 중태)한
재해임.
※ BFG(Blast Furnace GAS) : 고로 부생가스
LDG(Linze Donawitz GAS): 전로 부생가스
BFG Preheater : BFG(고로 부생가스)를 예열하는 장치
▢ 사고발생 내용
1. 현장작업자들은 LDG가 BFG Preheater에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음.
2. MOV가 BFG Preheater의 작업 시 열려 있었음(제어실 확인)
3. 5시까지 BFG Preheater에서 핀튜브 용접작업을 마침.
4. 6시부터 작업내용 점검 작업을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 협력업체인 대광ENC가 시행함.

344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5. 작업자들은 1회용 산소마스크와 가스농도측정기를 휴대한 상태라고 했지만, 확인은 불가함
(BFG Preheater 외부에 있던 관리자가 가스누출 사실을 안에 있던 작업자들에게 알려준 사실
로 미루어 보면 가스농도측정기를 휴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6. BFG Preheater 안에 들어간 3명의 작업자 중 1명 사망, 1명 중태, 1명 회복함. 이외 6명의
작업자는 구조과정에서 약간의 일산화탄소를 흡입함.
7. 질소가스 배출 및 LDG 충전작업을 하다가 Vent라인의 MOV가 OPEN된 상태로 하여
BFG Preheater 쪽으로 역류되어 사고가 발생함.
▢ 사고원인(추정)
• BFG와 LDG의 Vent line이 연결되어 있어, BFG Vent line으로 LDG가

BFG Preheater로

역류되어 내부에 있는 작업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을 것으로 추정.
※ 27일 01시경 간이측정결과 CO 최고농도는 425ppm
황화수소가스는 2~3ppm정도 측정된 것으로 보고됨.

현대제철 당진공장 추락사 사고 내용
▢ 사고일시 : 2013년 12월 2일(화) 15:30분경
▢ 사고장소 :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철근제강공장
▢ 재해자 소속 : 현대종합설계(건물 구조안전 진단업체)과장
▢ 재해자 신상 : 노○○(38세)
- 사고 내용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 현대종합설계 직원 5명이
투입되어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함. 사고 당일 재해자 외 1명이 A지구 철근제강공장 지붕으로
올라가 안전진단 작업을 진행 중 재해자가 지붕이 찢어지면서 지면 45m 아래로 추락 후 사망
한 사건임(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추정되고, 한보철강 시절 건축된 시설물임. 이 후 부분 보수공
사만 진행되었을 뿐 전체적인 보수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12월 2일 ~ 13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었다.
- 5월 10일 가스누출 사고 이 후 현대제철 사측은 대국민 사과와 당진제철소 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재사고 없는 안전한 공장을 만들겠다고 다짐 했지만 전혀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주노총 중앙과
금속노조 본조 그리고 전국단위의 노동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
해 지역대책위에서 전국대책위로의 확대를 제안하고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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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기업 살인 대책위원회 토론회
▢ 일시 : 2013년 12월 4일(수) 19:00
▢ 장소 : 민주노총 충남본부 대회의실
▢ 참석 : 민주노총 노안국장, 금속노조 노안실장,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금속노조 충남
지부 수석부지부장, 현대제철지회 사무장, 노안부장,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노안국장, 안전부장, 충남노동인권센터, 박정실열사 추모사업회, 정의당 충남도당위원
장 이상 12명

현대제철 기업 살인 대책위원회 향후 투쟁방향(제안)
- 기존 투쟁 방식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의 투쟁이었다.
그로인해 유족 보상 등 요구가 관철되면 투쟁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고,
5월 10일 집단 사망 사고를 제외하고는 1회성 투쟁으로 정리됨.
- 이제 근본적으로 현대제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보임.
- 첫째 고용노동부를 압박해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내의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하게 해야
되고, 지적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될 것이다.(현재 고용노동부도
민주노총과 대책위의 압박, 그리고 계속되는 사망사고로 인해 현대제철에 근로감독관을 상주
시키고 있는 상황임)
- 둘째 언론을 통해 현대제철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단순히 산재사고가
아니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작업.
- 셋째 현대제철 정규직노조, 비정규직 노조, 플랜트노조 등 관련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현장의
안전점검 등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를 노, 사 공동으로 진행.
- 넷째 국회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 이 문제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게 해당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쟁취해야 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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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지역감시 활동

기획의도

화학물질 지역감시활동 이렇게 하자
ㅡ ‘2014 화학물질 주민감시단’

현재순(일과건강)

1. 취지 및 배경
○ 우리지역 어떤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 물질은 얼마나 위험한 물질
일까? 기업체들은 비상대응 매뉴얼이 있을까? 화학물질에 대한 이러한 알권리 보장을 통한 정
부와 기업체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제정한(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1987년 유독가스인
불산24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는 20분 만에 800m 밖으로 안전하게 이루
어졌고 사망자는 없고 간단한 병원치료 받는 사람들만 있었다.
○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미국 사례와 같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미국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여 톤이 누출됐지만 그 피해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주민대피령은 4
시간이나 지나서 내려졌고, 관계기간의 허술한 대처가 피해를 키워,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
명이 입원, 1만8천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피해보상액만도 380억이 넘는 초유의 산업, 환경재해
로 기록되었다.
○ ‘지역사회 알권리법’ 핵심은 화학물질 관리와 대응에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참여의 제
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주요 화학물질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민이 나
서야 기업과 정부가 바뀌고 지역사회가 안전해진다’이다.
○ 이처럼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은 사고예방과 응급대처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마련되고
있는 법안내용을 토대로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감시활동 유형을 함께 토론하고자 세션을 개
최한다.

2. 목표
- 국내외 지역감시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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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화학물질 감시대책을 마련한다.
- ‘화학물질 주민감시단’ 활동방향을 공유한다.

3.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박석운(일과건강 상임이사)

▶

발표(90분)
· 발표① : 해외 지역감시활동 사례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진센터실장)
· 발표② : 캐나다 토론토 지방조례 제정 사례 – 김남균(충청리뷰 기자)
· 발표③ :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사례 –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발표④ : SK인천석유화학 증설반대 – 이광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 발표⑤ : 오창지킴이 활동 사례 – 박성희(오창지킴이 대표)
· 발표⑥ : 2014년 화학물질 주민감시단 활동계획 – 현재순(일과건강)

▶

패널토론(30분)

▶

자유토론(30분)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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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역감시활동 사례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실장)

<지역사회 알권리와 공동결정> 발표문 참고 하십시오~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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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지방조례 제정 사례

김남균(충청리뷰 기자)

동네 세탁소까지 화학물질 저감 줄이기 ‘한마음’
토론토 켐트렉 프로그램은 기업 강제동원 아닌 참여 유도
‘알권리조례’에 의한 강한 법적 압박…기업도 불만 없다.

켐트렉은 토론토 기업들과 중소 자
영업체들로부터 방출 되는 유해 화
학물질 사용을 줄여 토론토 지역의
공중보건과 친환경 지역 경제를 지
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토론토 시정부는 켐트렉을 효율적
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전
략을 취한다.
첫째,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조례
에 의해 해당 지역 업체들은 해마
다 지정된 25가지 화학물질의 사용
과 방출량을 추적하고 보고해야 한
다.
둘째, 해당 업체 뿐 만 아니라 기
준에 미치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자
발적으로 세미나, 홍보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 정책에 동참, 지지, 변
화를 유도한다.

▲ 캐나다 토론토 시 청사 전경. 1960년대 지어진 이 건물은 영화
‘혹성탈출’의 지구사령부 건물로 등장해 유명세를 얻었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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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주민들에게 업체들이 사용하고 방출하는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
유한다.
물론 그 전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있어 왔으나 고용
규모가 작은 중소 업체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 돼왔다.
켐트렉은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 인쇄소 등 소규모 업체들까지 대상에 넣으므로 바로 이웃에
있는 가게에서 방출되는 소량의 화학물질까지 감시하고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을 기업에 국한하는 우리의 현실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켐트렉이 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유용한 프그로램이라면 ‘지역주민의 알권리 조례’는 강력한 강
제수단이다.
이 조례를 위반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벌금에 처해진다.

첫 번째 위반

일 경우 5000 캐나다 달러, 두 번째 위반일 경우 2만5000 캐나다 달러, 세 번째 또는 후속 위
반일 경우 1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매겨진다. 10만 캐나다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억1000만
원에 해당한다.

‘알권리 조례’는 어떻게 제정됐나?
토론토시의 공중보건 담당관인 줄리 소머프랜드(이하 줄리)씨는

조례의 출발점을 “환경에 대

한 지역 여론의 관심과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년간의 이런 여론에 주목하고 토론토의 공중 보건부는 토론토 공기내의
유해화학물질량이 일정정도 우려의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지역의 시민환경 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줄리 씨는 "토론토 암 방
지회 토론토 환경 연합, 캐나다 법률협회 등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기둥이 될 만한 조사들을
하고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켐트렉은 2010년부터 시행됐다. 아직 프로그램의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의미 있는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줄리 담당관은 2013년 9월 현재 “3년간의 정보를 수집했고 첫 두해의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
다. 캠트랙은 업체들을 3단계로 분류하여 그 참여시기를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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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2010년의 데
이터를 2011년 6월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업
체는 음식과 음료업체,
인쇄 및 출판업체, 전력,
화학물질제조, 목제, 수
질관리 업체 등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11년
의 데이터를 2012년 6월
까지 보고하며 화학물질
소매업, 세탁업, 장례업,
폐기물처리,

의료/진료

연구소, 정비소 등이다.

▲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시에 소재한 부챠드 공원. 1904년 석회석광산으로 사
용된 폐광부지에 설립자 부챠드 씨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곳에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계는 2012년의 데이터를 2013년 6월까지 보고하며 1,2 단계를 포함하여 조례에 해당
하는 모든 소규모의 제조업체등이다.
첫 두해에 대한 초기 분석에 의하면 화학물질의 사용은 2% 늘었지만 방출량은 오히려 3% 줄
어들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는 요러 복잡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폐업한 업체들도
있으며 또한 새로 생겨난 업체들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작업과정, 환경 등에 일부 변화를 시
도하고 있다.
줄리 담당관은 “시행초기인 지금 2~3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방출량의 감소가 캠트랙 때문이
라고 단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우리도 시민사회 구성원”
줄리 담당관은 켐트렉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업체들의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세미
나와 홍보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반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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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해 해당 업체들은 켐트렉이
정한 25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방출
한다면 반드시 추적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를 해야 한다.
토론토 시는 이 정책을 시행할 때 기업
체들이 취할 수 있는 이점, 가령 비용절
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성의 향상,
친환경 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토론토
시 담당자들이 해당 업체에 파견돼 25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
떻게 관리, 추적, 보고하는 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온라인, 전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창구까지
▲ 줄리 소머프랜드 (캐나다 토론토시 공중보건담당관)

마련했다.

▲ 트리쉬 이 ((주)스팀 휘슬러 브레윙의 산업안전담당자)

토론토 시 관내에 있는 맥주회사인 ‘스
팀 휘슬러 브레윙’의 안전담당자인 트리쉬 이 씨는 켐트랙 프로그램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생겨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시 담당자들
의 지원으로 무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성을 알게 됐고 이를 대체 할
물질을 마련하면서 더 안전한 일터를 갖게 돼 장점이 많다”고 트리쉬 씨는 설명했다. 환경의
문제는 “기업 비용의 문제이기 이전에 시민의 안전 문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줄리 토론토 시 공중보건담당관은 “우리는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인터넷이나 홍보책자를 통
해 배포하고 있다. 토론토 시민은 누구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토론토 시 웹사이트에는 해당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알리고 있으며 여
러 지역 단체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세탁소와 같은 소규모 자

356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영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각 업체들도
그에 대해 알리거나 홍보하는 간판을
걸기도 한다. 번역하면 “우리는 친환경
업소입니다”와 같은 간판이 등장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부

와 기업, 기업과 시민, 시민과 정부 사
이에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이 캐나
다 토론토 시의 화학물질 저감 프로그
램의 핵심 정책이었던 것이다.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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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사례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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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증설반대

이광호(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사랑한다. 얘들아, 안전하게 지켜줄게”

2013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한강유역청)

S K 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 엄마들의 모임
자료제공 : http://cafe.naver.com/skoutout
☎ 019-619-2063 송이맘
◇자료문의 ☎ 010-8555-1006 스윗

2013. 10. 20

제

목 :

☎ 010-2879-1838 이슬공주

사업승인 취소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서구청은 SK 사업승인 취소하라!

부 제 목 :

서구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하라!
SK 석유화학은 즉각 공사 중지하라!

SK석유화학은 2013년 10월 20일 현재 SK에너지(주)인천COMPLEX 고도화사업이 진행되
고 있으나, 이는 23년 전 1990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본안)에 의한 승인으로 그동안 주
변의 많은 환경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도 없이 환경보전방안검
토서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상 많은 의혹과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2013년 10월 20일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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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얘들아, 안전하게 지켜줄게 -

S K 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 엄마들의 모임
1. 모임 결성 배경
❍ SK 인천석유화학은 23년 전 1990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본안)에 근거하여 지난 4차례의
변경협의 만으로 증축 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진행사항이 법치행정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적법한 사항인지에 대해 의
문을 갖는 바이다.
❍ 인천시민들이 ‘악마의 성’이라 불리는 SK증설에 대해 극도로 불안에 떨며,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며, 도시 한복판에 건설 중
인 SK BTX증설 사업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 S K 인천석유화학 서구 원창동 일대는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 가정동, 연희동, 경서동이
영향권 지역에 해당된다. 2013년 9월말 현재 이곳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241,051명으로 서구
전체 인구 485,077명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주변지역은 루원시티, 가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이 지역의 인
구증가는 세 살 꼬마 아이가 보아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많은 주민이 살
고 있는 주택가에 1급 발암물질 생산시설이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의 절차는 물론 주민설명회 한 번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 우리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다. 내 아이가 다니는 첫 공립초등학교가 1급 발암물질을 생산
하는 화학공장과 188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 내 남편이 새벽같이 일어나 인천에 산다는 죄로, 유일한 흑자노선이라 떠들어대는 낡아빠진
국철에 의지해 뼈빠지게 근로의 의무도 다 하고 있으며, 그 월급에서 따박따박 세금 내며 납세
의 의무도 다 하고 있고, 그 월급으로 국민연금까지 내고 있다.
❍ 우리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시켜준다고 약속한 그 돈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그
돈으로, 1급 발암물질 벤젠 생산량만 50만 톤 이라는 그 위험한 공장에 감히 투자했다고 한다.
❍ 이에 우리는 “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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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 엄마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SK석유화학의

공장증설의 인·허가의 절차상 하자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승인 취소를 위해 매진할 것
이다.

2. 반대운동 진행상황
2013. 9. 12.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면담
2013. 9. 13. 인천시 정무부시장 면담
2013. 9. 13. 대규모 집회 결정 (집회신고)
❍ 장 소 : 인허가 담당관청인 서구청 ❍ 일 자 : 2013. 9. 30.(월), 10. 1.(화), 10.2.(수)
2013. 9. 25. 인천서구 국회의원 이학재 면담
2013. 9. 30. ∼ 2013. 10. 2. 서구청 앞 집회
2013. 10. 7. 인천광역시 시 의회 청원 접수
❍ 청원제목 : S K 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
구 청원 / 청원인 : 손정금 외 13,589명
2013. 10. 11.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청원서 접수
❍ 청원제목 : S K 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
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 청원인 : 손정금 외 13,589명
2013. 10. 10.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SK 인천석유화학(주) 공장증설 관련 서구청의 인·허
가 과정 감사 계획 보고” - 지방자치법166조
2013. 10. 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홍영표 의원 면담
2013. 10. 11. SK 석유화학 사업승인 취소 촛불집회
2013. 10. 17. 서구청 SK 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관련 건축법 위반으로 시공자 고발 (건
축주-SK석유화학, 시공자-SK건설, 현대건설)
2013. 10. 17. SK 인천석유화학(주) 공장증설 관련 위법사항 발견
인천시 감사관실 10월 21일(월)부터 감사 착수 공표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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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 “SK 석유화학 인·허가 과정의 위법사항에 관한 의
견 제출
2013. 10. 18. SK 석유화학 사업승인 취소 염원 영화 상영

3. 한강유역청과 SK인천석유화학 의문사항
의문사항
1.환경영향평가
련

의 문 내 용
관

관련 규정

○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환경영향평가법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누락)

행령 제31조 제2
항 및 제47조 제2

- 동 사업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과 석유
정제 및 화학물질제조 공장설립에 관한 사업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
가서로 통합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구분하여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 기존 1990년 환경영향평가 실시한 사업은 유
류저장 및 송유설비와 관련한‘에너지개발사업’에
해당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에너지개발사업
+산집법에 의거한 공장설립에 관한 사업임.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전혀 다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에 개별사업
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하여야
하나, 기존 환경영양평가서를 근거로 변경협의
및 환경보전방안검토만 실시되었음. 명백한 환경
영향평가법 위반임.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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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관련 별표3

비 고

의문사항
1.환경영향평가

의 문 내 용
관

관련 규정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미실시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 제

련

32조(재협의)

및

- 1990년 최초 환경영향평가 시점 대비 250%

동법 시행령 제54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미만의 변경

조

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생략

구분

1990년

1차

2차

3차

4차

부지 규모 1,548,0131,628,2361,614,0731,598,1541,598,154
생산 시설 171,564 203,016 218,124 378,568 438,732
비

중 11.1%

12.5%

13.5%

23.7%

27.5%

☞ ‘90년도 최초환경영향평가 시점과 현재시점의
생산시설, 탱크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등에 대
한 정확한 변경내역 자료를 통해 사업규모 변경
규모 재검토 필요
- SK 인천석유화학 사업장 인근에는 GS칼택스,
대한항공 저유소 등 유류 저장소가 인접해 있는
상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

30% 증가 부분을 한 사업장으로만 한정할 경우
만약 이 세 유류저장소의 30%미만의 증가로 인
한 전체 90%증가율에 달하는 경우도 변경협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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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
1.환경영향평가

의 문 내 용
관

○ 환경부의 변경협의 판단 근거의 위법성 (Ⅰ)

련

환경영향평가법 제
32조 및 동법 시

- 환경부의 변경협의 판단(재협의 배제)은 환경
영향평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②항
의 1에 의한 판단하였으나,
- SK 인천석유화학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32조 ①항의 1에 의한 재협의로 보아야 함.

승인일자

변경내용

2006.3.

공장등록변경

2006.11.14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협의

2006.11.17

공장설립(증설) 승인

2008.11.24

공사착공

2010.3.31

공사중지

2012.8.1.

재착공

2012.12.17

환경영향평가 4차 변경협의

- 2006년 증설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5년이
지난 명백한 상황으로 재협의 대상임
- 2006. 11월 당시 주변 신현주공아파트는 이
미 재건축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이 이미 완료
되어 3,300여 세대 입주를 위한 계획이 진행 중
이었고,
- 541만평(3만 세 대, 10만 명 상주)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 당시 재정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끝났으며,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의 가정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루원시티 조성사업
에 관한 중앙정부의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된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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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54조

비 고

의문사항
1.환경영향평가

의 문 내 용
관

○ 환경부의 변경협의 판단 근거의 위법성 (Ⅱ)

련

관련 규정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 제
32조 및 동법 시

-

환경부의 변경협의 판단(재협의 배제)은 전체

행령 54조

면적(제조시설, 저장시설, 부대시설 포함)대비 사
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음.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
1호에 의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
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
되는 경우(누적되어 30% 이상인 경우 포함)”라
고 명시되어 있음.
- 환경청에서 위 사업․시설규모의 기준을 전체부
지면적대비 사업규모로 확대하여 잘못 판단한 것
임. 실질적인 유해시설인 제조시설 종전규모대비
증설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
지 및 제정목적에 타당함.
- 더불어, 시설의 증설로 당초 환경영향평가 보
다 유해물질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실질
증설규모와 이에 따른 생산량 증가도 재협의 판
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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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
1.환경영향평가
련

의 문 내 용
관

관련 규정

○ 서구청 환경보전과의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

- 환경영향평가법

에 대한 반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54조

- 환경보존과의 검토의견 중 환경영향평가법제
32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제55조에

- 서구청 환경보과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음에

- 33453(2012.

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어떠한 조치사항도 없이

11.16.)호

사업승인 함
- 환경보존과의 검토의견 중 공장 인근의 주거환
경변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추가 수렴 방안에
대한 검토 제시 했으나 사업자 즉 SK의 조치결
과에 그냥 사업 승인 함
- 한강유역청 확인결과 승인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
으며, 입법취지와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환경보
존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로 판단컨대
- 서구청의 검토의견을 사업자가 따르지 않았고,
그 의견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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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의문사항
1.환경영향평가

의 문 내 용
관

관련 규정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상의 오류

-

련

비 고

환경보전방안검

토서 (4차)
- 4차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의하면

승인된 면

적과 검토서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율도지구의 면적으로, 율도지구에 대한 환경보전
방안은 없으나, 율도지구에 파이프라인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환경보전방안검토(2차) 협의내용 준수 여부
검토
- 4차 환경보전방안검토서 51p 2.항목별 검토의
견 마.에 따르면 “주거인접과 관련, 운영시 폭발
사고 대비 피복범위 및 안전성 대책, 방재계획
등 재난안전 영향평가 제시” 하도록 협의 되었기
에,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유사시 피해 범위 및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
인이 필요함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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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
2. 기타 관련

의 문 내 용
○ 사업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

관련 규정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일자

변경내용

2006.3.

공장등록변경

2006.11.14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협의

2006.11.17

공장설립(증설) 승인

2008.11.24

공사착공

2010.3.31

공사중지

2011.6.20

법률 제 13조의 5

공장설립 완료신고 연기 신청 처리 통보(경
제지원과-34811)

2012.8.1.

재착공

2012.12.17

환경영향평가 4차 변경협의

- 2006.11.17 승인 이후, 2011년 6. 20. (경
제지원과-34811호)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연기
했으나, 이는 산집법제13조의 5 중 3호 공장설
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제15조제
1항에 따른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명백한 사업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 토지계획이용 확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유공
장, 화학공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승인받
은 곳은 SK인천석유화학 뿐 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
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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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의문사항
2. 기타 관련

의 문 내 용

관련 규정

비 고

○ SK 인천석유화학 주변 영향권 내 학교환경위

- 학교보건법 제6

생구역 저촉 여부

조

- 학교보건법제6에 의한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공
립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나, 환경위생정화심의
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사업승인 되었으며,
- 2Km 영향권 내에는 8개의 초․중․고가 위치해
수 천 여명의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학교시설
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 없이 사업승인 되었으
며,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내 에서는 단 두 곳의
학교만 반영되었음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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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인천시의회 청원 제출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 169조(위법 ․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에 의한 위임사무
에 대한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장의 서면 시정 명
령 촉구
공익감사 청구 신청 (감사원)
❍ 연대서명작업 : 완료
❍ 문서작성 : 인천광역시 감사 결과 후
❍ 제출시기 : 문서작성 완료 후 즉시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릴레이 단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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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지킴이 활동 사례

박성희(오창지킴이 대표)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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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화학물질 주민감시단 활동계획

현재순(일과건강)

“주민이 나서야 기업이 바뀌고 지역이 안전해집니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화학물질 주민감시단
1. 배경
1) 최근 화학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기업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
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기는 계기 마련되었다.
2)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는 미약하여 강제력도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잘 감시 감독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잇따른 사고로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시해야 할 것인
가, 누가 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감시하게 만들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
을 것인가,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3) ‘일과건강’은 ‘노동자주민이 나서야 기업이 바뀌고 지역이 안전해집지다’라는 사업취지를 살
린 ‘화학물질 주민감시단’을 발족, 활동함으로서 근원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2. 목표
1) 노동자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폐기 현황에 대해 이
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매년 전국 주요산단별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지역별 화학물질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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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한다.
- 근본적 지역안전을 위한 고위험물질 및 고독성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4) 노동자 건강권과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의 문제를 항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대책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가를 양성한다.

3. 3가지 활동영역
1)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 지역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
2) 지역별 모니터링운동
- 지역별 저감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계획 모니터링
- 지역별 화학물질 위험지도 그리기
3) 지역별 감시활동 정기후원운동
- 일과건강 건생지사 월 5천원 CMS 정기후원 참여
-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등 SNS홍보 참여

4. 추진계획
1) 화학물질 주민감시단 ‘건생지사’ 발족 기자회견 : 2월
-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 마련 국회토론회’ 와 함께 발족식 진행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인단’ 모집 : 상반기
- 조직별 모집 : 지역네트워크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모집(민주노총, 정당, 시민단체 등)
- 공개모집 : 웹자보 SNS활용을 통한 온라인 모집. 지역별 캠페인 시 오프라인 모집.
3)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 소송운동 : 연중
- 지역별 정보공개청구인 구성, 청구소송 기자회견
- 중앙과 지역별 알권리 캠페인 실시
4) 화학물질 감시단 ’건생지사‘ 대중문화행사 : 하반기
- 지역별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 설명회 및 토론회
- 화학물질 위험지도 전시회(사진전) 개최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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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389

후원자 명단

함께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갑을오토텍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엘지생명과학지회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엘지켐노동조합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엘지화학익산지회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세큐리트지회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지부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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