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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인사

산재사망 처벌강화,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더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3월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하청 비정규 건설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동료, 형제가 죽고 몸에 붙은 불을 꺼 가며 살아남아 현장의 시

신을 수습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지금도 끔찍했던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매년 2,5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수 십년 사고로 직

업병으로 죽어나가는 곳이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림산업 현장 노동부 특별 

점검에서 1,000건이 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특히 하청 노동자 안전조치에 대한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했는지가 노동자와 

가족에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또 다시 불법천지 현장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나가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매년 노동부 안전점검에서 90%이상 사업장이 법 위반에 적발됩니다. 그러나, 위반 사

업장 평균 과태료는 95만원이었습니다. 사전에 예고하는 점검에서도 이러니, 그야말로 일

상적인 현장은 불법 천지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되어 처리된 2,045건 중 무혐의 각하 등으로 사업주 처

벌이 없었던 건이 32%에 달합니다. 징역형은 62건으로 3%에 불과한데 전원이 집행유예

입니다. 몇 십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이 64%에 달합니다. 40명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이

천 냉동창고 사고의 사업주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이었고,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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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서 이마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만 받았을 뿐입니다. 새털보

다 가벼운 처벌이 전 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난 십 수 년 간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하청 노동자의 산재 대책에 대한 목소

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외치던 목소리는 대답 없는 메

아리였습니다. 산재사망 처벌강화와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는 이제 더 이상 구호로만 

외쳐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 준비를 시작했고,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작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이제 산재는 더 이상 노동자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인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안타까움

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간의 과정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였다면, 오늘 토론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뜻 깊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 해주신 심상

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실질

적인 입법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노총도 입법으로 가는 그 길에서 모든 노

력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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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산업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반갑습니다. 진보정의당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우선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애쓰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 기반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학교 폭력과 성폭력, 가정파괴

범,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얘기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 명입니다. 이 중 임금 노동자만 1,770만 명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의 안전 문제를 빼놓고 안전 기반의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산업

안전은 노동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 가족에게 제

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지난 해 구미산업단지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산업재해, 산업안전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둔감합니다.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300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하인

리히의 법칙’은 이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에서도 증명되었지만, 산

업현장의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 산업안전의 문제가 심각한데

도 우리나라 정부, 검찰, 법원 모두 산업안전 문제를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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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전국에 27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재병원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10개 수준에, 대부분 7, 80년대 지어진 이후 새로 지은 병원은 

1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산재 사망이 발생되어도 법원과 검찰은 사업주 처벌에 지나치

게 관대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2천여 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했지

만 35%의 사업주는 무혐의로 풀려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전체의 3%에 불과

합니다. 

우리사회를 위험사회에서 구출하려면 반드시 산업안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영국이 2008년에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

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만 8만 5천명이었고, 재해자

는 지난 10년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재가 제대로 보고되지 못하고, 은

폐된 부분까지 추정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

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사망자가 11∼12만 명에 이른다

는 얼마 전 언론보도를 상기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

입니다. 산업재해, 산업안전의 전쟁터에서 무고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산

업재해 범죄와 관련해 사업주의 처벌 및 산업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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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이윤 보다 중요합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은수미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요즘 같이 산업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미 불산사고, 삼성 불산사고, 대림 폭발사고 …. 벌써 화학물질 사고만 올해 19번 발

생했습니다. 정부가 합동대책반을 꾸려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최근 사고의 공통점은 원청이 아니라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위험작업의 아웃소싱! 그 결과를 사고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작업이 아웃소싱 되면서, 원청의 책임도 아웃소싱 되고, 안전예방교육도, 안전관리

도 실종된 결과가 바로 최근에 연이어 터진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민변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연구돼 온 주제입니다. 

원청으로 하여금 위험한 작업을 아웃소싱할 유인을 없애는 것!

기업의 그 어떤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도

록 하는 것!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안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 그

것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지 고민해 왔습니다.  

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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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상 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예방 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규

제를 촘촘히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

일 지 좋은 오늘 토론회에서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접받게 하는 것.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 것. 그 평범한 권리를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지 그 해답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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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정부의 가벼운 처벌,

끊이지 않는 산재의 한 원인입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장하나

  뉴스에 보도될 정도의 산업재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3시간에 

1명꼴로 사망자가 생기고, 5분에 1명꼴로 부상자가 생깁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

년 동안 사망한 노동자만 27,370명입니다. 2012년에는 산재로 인한 사상자가 9만 명이 

넘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재사망자 가운데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1명이 가스에 질식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에서는 올해에만 2건의 산재사망사고로 23살, 19살의 꽃다운 청년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재사고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마트와 대우조선해양에

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청년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 기업이 위험한 작업들을 하청에 떠넘기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 4명의 노동자가 질식사를 했는데, 이마트가 처벌은 벌금 100

만원이 전부입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처벌은 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것

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1,298

명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노동부가 구속으로 기소의견을 낸 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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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었습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가운데는 법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산재사망

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방안과 문제해결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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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계속되는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업주와 국가의 책임입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

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재해사고들은 해당 산재노동자들과 사업주만의 책임이 아닐 것

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급사업장에서 수

급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중대재해 사고는 원청사업주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비교적 적게 묻는 제도적 결함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씩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는 지난 4월 5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인 논의를 가져가고 있고, 원청사업주 책임강화와 처벌을 강화시키는 내용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들이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효과로 나타나길 바라며, 

오늘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보다 많은 관련내용

들이 공유되고 논의되길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사회를 맡아 주신 박두용 한성대 교수님을 비롯하여, 강문대 변호사님, 

최명선 국장님, 심재진 대구대 교수님 등 세분의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

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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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1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실태 및 특별법 제정 방안 

강문대 변호사

Ⅰ.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실태

1. 산재사망 사고시의 형사책임

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업무상과

실치사죄1)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

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

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

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2)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

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

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

1)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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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

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3)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급인의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4)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76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한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

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할 의무를 부담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유해위험 원인(제1항)과 유해위험 작업(제2항), 유해

위험 장소(제3항)를 구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사업주에게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

상의 조치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5) 나아가 사업주의 그러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 따라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는다.6)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해당하는 도급인이라고 해

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상의 안전조치 등)를 모두 준수한 경

우 등

5)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

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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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

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

업과 관련하여 규칙7)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

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8)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

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

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

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9)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10) 일정한 상황 하에서11) 일정한 

범위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한다.12)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의미한다.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1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①건설업, ②1차 금속 제조업, ③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④토사석 광업, ⑤제조업, 

⑥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⑦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⑧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

생업)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산안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3조 제1호 내지 

제7호).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

어 하는 사업

11)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산안법 제29조 제1항).

12) 그 의무는 아래와 같다(산안법 제29조 제2항, 제4항).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

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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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받는다.13) 단,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14)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15)를 행할 의무

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의 형사처벌보다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16) 그러나 그 처벌의 수준이 높지는 않다. 한편, 위에 해당

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17),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

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18)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외에도 그 도급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30조의 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

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13) 산안법 제70조(벌칙) 제2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이른바 ‘16개 위험장소’를 말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

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5)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안전보건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1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안법 제68조 제2호)

1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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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은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위에서 살펴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

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

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19)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20) 그에 

따라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위 ‘16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업

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그런 경우 산

안법 제29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는 있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상 업무

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21) 따라서 위 두 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는다.

2. 주요 산재사망사고의 처벌현황22)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항

19) 대법원은,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2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2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22)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의 실효성, 2012, 참조



21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발생한 약 20

여건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여 처벌조항 및 당사자별 처벌결과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별지 ‘중대 산업안전사고 처벌 결과 현황’ 참조)

가.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

1) 사건개요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주)코리아 2000의 냉동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약 4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불이 난 곳이 밀폐된 지하공간으

로 유독가스로 가득 찬 관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1심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8고단105, 수원지법 여수지원 2008고단53

○ 2심 : 수원지법 2008노3449

2) 피재현황

○ 사망 : 40명,  부상 : 9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처벌내역-적용법조)

○ 원청 대표 : 벌금 2,000만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죄)

○ 원청 현장소장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벌금 100만원, 형법 제268조 & 산업안

전보건법 제66조의2(산안법 제23조 1항 위반), 제70조(구 산안법 29조 1항, 29조 3항 

위반), 제67조(구 산안법 24조 1항 위반)

○ 원청 방화관리자 :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 원청 냉장공무팀장 : 징역8월(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 원청 냉장공무차장 : 징역8월(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 원청 회사 : 벌금 2,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산안법 제23조 1항 위반), 

제67조(구 산안법 24조 1항 위반), 제70조(구 산안법 29조 1항, 29조 3항 위반), 제71

조2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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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팀장 : 징역6월(집행유예 1년), 구 건축법 제79조 2호, 제79조 제3의 5호

○ 소방감리원 : 벌금 1,0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나. 현대EP 사건

1) 사건개요

   2011년 8월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

로자 4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울산공장의 점검 이후 재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보장치도 설치하지도 않아 피해가 커진 사고로 

전형적인 화학플랜트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 1심 : 울산지법 2012고단1141

○ 2심 : 울산지법 2012노376

2) 피재현황

○ 사망 : 3명, 부상 : 4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 공장장 :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산안법 제

23조 제1항 위반)

○ 생산팀장 :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 생산팀 반장 : 벌금 700만원, 형법 제268조

○ 회사(사업주) : 벌금 1,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71조

다. 세진중공업 폭발사건

23)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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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011년 12월 울산 울주군 세진중공업 내 GBB블럭 제작 현장의 파이롯트룸 안에서 

사상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밀폐된 공간의 인화성 가스에 폭발하여 4명이 사망한 사

고이다.

○ 1심 : 울산지법 2012고단1461

2) 피재현황

○ 사망 : 4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 원청 현장소장 : 금고1년(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 원청 현장소장 : 금고1년(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 하청 1 현장소장 : 벌금500만원, 형법 제268조

○ 하청 2 현장소장 : 벌금500만원, 형법 제268조

○ 하청 1 대표 :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산안

법 제23조 제1항 위반)

○하청 2 대표 :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산안

법 제23조 제1항 위반)

○하청 1 회사 : 벌금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71조

○하청 2 회사 : 벌금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71조

라. 이천 GS물류센터 붕괴사건

1) 사건개요

    2005년 10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GS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옥상 바닥 PC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2층에

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이다. 

○ 1심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5고단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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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수원지법 2008노809

○ 3심 : 대법원 2010도2615

2) 피재현황

○ 사망 : 9명, 부상 : 5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 원청 현장소장 : 징역1년 6월(집행유예 3년),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

조(구 산안법 제29조 제2항 위반)

○ 원청 회사 : 벌금700만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71조

○ 하청 1 현장소장 : 징역1년 6월(집행유예 3년),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구 산안법 제23조 2항 위반)

○ 하청 2 대표 : 징역1년(집행유예 2년) & 벌금200만원,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

건법 제67조(구 산안법 제23조 2항 위반)

○ 하청 2 현장책임자 : 벌금200만원,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구 산안

법 제23조 2항 위반)

○ 하청 2 품질관리팀장 : 벌금200만원, 형법 제268조

○ 하청 2 회사 : 벌금1500만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71조

○ 감리단장 :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마. 통영 삼호조선소 폭발사건

1) 사건개요

   2010년 11월 경남 통영의 삼호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 3명이 낡은 산소배관에

서 새어나온 산소가 지하전력구 및 맨홀에 누적된 상태에서 토치램프 및 전기히팅기로 

잔선피복 가열작업 중 지하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

한 사건이다.

○ 1심 :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1고단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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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창원지법 2011노1872

2) 피해현황

○ 사망 : 3명, 부상 : 1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 원청 공무부장 : 벌금300만원, 형법 제268조

○ 원청 안전팀장 : 벌금300만원, 형법 제268조

○ 원청 대표이사 : 징역8월(집유 2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산안법 제29조 제2

항 위반), 제67조(산안법 제23조 제1항 위반)

○ 원청 회사 : 벌금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67조, 제71조

○ 하청 대표이사 : 벌금700만원,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산안법 제24

조 제1항 위반)

○ 하청 회사 : 벌금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71조

바. 신태인역 호남선 철도사고

1) 사건개요

   2003년 2월 호남선 신태인역 부근에서 호남선전철화사업 야간 선로보수공사 중에 공

사구간 하도급업체인 신성산업공사 소속 노동자들이 호남선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이다. 당시 선로보수작업에 반드시 배치해야할 열차감시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열차운

전자도 작업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형 사고라 할 수 있다.

○ 1심 :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3고단202

○ 2심 : 전주지법 2003노1469

2) 피해현황

○ 사망 : 7명, 부상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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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별 처벌현황

○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징역1년(집유 2년),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구 산안법 제23조 제3항 위반)

○ 현장 안전관리자 : 금고1년(집유 2년), 형법 제268조

○ 작업반장 : 금고2년(집유 3년),  형법 제268조

○ 감리원 : 금고10월(집유 2년),  형법 제268조

○ 감리원 : 금고10월(집유 2년),  형법 제268조

○ 신태인 역장 : 벌금2,000만원, 형법 제268조

○ 열차 기관사 : 벌금1,500만원, 형법 제268조

사. GS건설 구미엘지필립스 LCD공사 사건

1) 사건개요

   2006년 구미 엘지필립스 LCD G7공장 공사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3M간격으로 설치된 안전망을 모두 철거한 후에 비계해체 

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원청인 

GS건설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에 해당된다하

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의 의무를 지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

죄 판결을 받았다.24)

○ 1심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7고단270

○ 2심 : 대구지법 2008노1468

○ 3심 : 대법원 2008도7030

2) 피해현황

○ 사망 : 1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24)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2011.7.25]이 개정되어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 29조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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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 현장소장 :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 원청 회사 :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71조

○ 하청 현장소장 : 벌금300만원, 형법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산안법 제23조 

제3항 위반)

○ 하청 회사 : 벌금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71조

아. 홍주중학교 강당공사 붕괴사건

1) 사건개요

   2010년 11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주중학교 다목적 강당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강당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하부를 받치고 있던 지지대가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가 사상한 사고이다.

○ 1심 :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1고단410

○ 2심 : 대전지법 2011노2224

2) 피해현황

○ 사망 : 1명, 부상 : 3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 원청 현장소장 : 징역8월(집유2년),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구 산안법 

제29조 제2항 위반)

○ 원청 회사 : 벌금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위

반), 71조

○ 하청 대표 : 징역1년(집유2년),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산안법 제23

조 제3항 위반)

○ 하청 회사 : 벌금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71조

○ 감리 : 금고6월(집유2년),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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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GS건설-보림토건 사건

1) 사건개요

   2006년 10월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골조공사현

장에서 가설기자재 하역작업을 하면서 후진하는 11톤 화물차에 가설도로옆 보행자통

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설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가던 중 화물차 뒷바퀴에 보림토건 소속 

근로자가 치어 사망한 사건이다. 원청인 GS건설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여 구)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

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25)

○ 1심 : 서울중앙지법 2007고정347

○ 2심 : 서울중앙지법 2007노3388

○ 3심 : 대법원 2008도101

2) 피해현황

○ 사망 : 1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 원청 현장소장 :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원청 회사 :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71조

25) 앞서 소개된 구미LG필립스 LCD공사 사건과 이 사건에서 원청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도급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29조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개정하였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
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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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현장소장 : 벌금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산안법 제23조 제1항 위반)

○ 하청 회사 : 벌금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71조

차. 남선건설 사건

1) 사건개요

   2005년 12월 고속국도 익산-장수간 건설공사에서 삼○토건(주)으로부터 하도급받아 

남선건설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던 중 덤프트럭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앞방향

으로 미끄져지면서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트럭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다.

○ 1심 : 전주지법 2006고정382

○ 2심 : 전주지법 2006노886

○ 3심 : 대법원 2006도7733

○ 파기환송심 : 전주지법 2007노415

2) 피해현황

○ 사망 : 1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 현장소장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구 산안법 제23조 제2항 위반), 벌금200만원

○ 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71조, 벌금200만원

카. 부국건설 사건

1) 사건개요

   2000년 9월 대구광역시 서구 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 4공구 하수차집관로 매설공사중 

매설작업에 사용되는 에이치빔을 카고크레인으로 이동하는 작업 중에 공사현장 상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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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0볼트의 고압전류에 와이어가 접지되어 작업 중이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와이어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이다. 

○ 1심 : 대구지법 2001고단3122

○ 2심 : ※비약상고26)

○ 3심 : 대법원 2002도27

2) 피해현황

○ 사망 : 1명

3) 당사자별 처벌현황

○ 하청 현장소장 : 벌금200만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구 산안법 제23조 제1항 위

반), 형법 제268조

○ 하청회사 : 벌금200만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71조

※ 하수급인 부국건설에 도급을 준 원청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소를 하지 아니함

3. 주요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결과 분석

가. 원청

(1) 원청업체는 법인이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는 않았음. 원청대표나 원청현장

소장 등이 산안법 위반죄로 처벌될 경우 산안법 7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었음. 

그 경우 벌금 액수는 최대 3,000만원이었고 통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음. 법

인에 부과된 벌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액수가 매우 적음.

(2) 원청업체와 원청대표는 하수급 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안법 66

조의2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았음.

26) 형사절차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법원에 행하는 상고를 말한다. (형

사소송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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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청대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죄로도 처벌받지 않았고 산안법 위반죄로도 처벌받

지 않았음. 다만 통영 삼호조선 사건에서만 원청 대표가 구 산안법 29조 2항 위반죄

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의 처벌을 받았음.

(4) 원청현장소장의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음. 형량은 벌금

형인 경우도 있었고 징역형인 경우도 있었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액수는 대부분 

1,000만원 미만으로서 많지 않았고, 징역형인 경우에도 모두 집행유예여서 그 형이 높

지 않았음. 구 산안법 29조 2항(현행 3항)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많았는바, 법원이 원청의 책임을 잘 인정치 않음을 알 수 있음.   

(5) 원청근로자의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음. 형량은 벌금형인 경우도 있었고 

징역형인 경우도 있었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액수는 대부분 1,000만원 미만으로

서 많지 않았고, 징역형인 경우에도 모두 집행유예여서 그 형이 높지 않았음. 

나. 하청 또는 직접수행사업

(1) 하청 또는 직접수행사업(이하 둘을 합하여 ‘하청’이라고 표시하고 둘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표시함)의 사업체는 법인이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는 않았음. 

하청대표나 하청현장소장 등이 산안법 위반죄로 처벌될 경우 산안법 71조의 양벌규정

에 따라 처벌되었음. 그 경우 벌금 액수는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었음. 법인에 부과된 

벌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액수가 매우 적음.

(2) 하청대표와 하청현장소장의 다수가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산안법 66

조의2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음. 둘 다가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고, 둘 

중 하나만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음(비율이 비슷함). 산안법 66조의2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도 있었고, 둘 중 하나만 적용된 경우도 있었음(이 

역시 비율이 비슷함). 형량은 벌금형인 경우도 있었고 징역형인 경우도 있었는데, 벌금

형의 경우에도 그 액수는 대부분 500만원 미만으로서 많지 않았고, 징역형인 경우에도 

모두 집행유예여서 그 형이 높지 않았음. 

(3) 원청근로자의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음. 형량은 벌금형인 경우도 있었고 

징역형인 경우도 있었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액수는 대부분 200만원 미만으로서 

많지 않았고, 징역형인 경우에도 모두 집행유예여서 그 형이 높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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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재 사고 발생시 책임자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

요성

1. 현행 처벌 실태에 비추어 본 필요성

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청업체든 하청업체든 업무상과실치사죄로는 처벌받지 않고, 

산안법 상의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받는데, 그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 

산재사고가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고 이득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그 이득이 법인 자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에게 부과된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은 그 액수가 너무 낮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이 산재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에게 다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원청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청에 대해서는 산안법 

66조의 2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있고, 원청대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죄로도 처벌

받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원청이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현장소장과 근로자가 처벌받는다. 그 경우에도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량이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청이 산재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

다. 따라서 원청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또한 하청의 경우에도 그 대표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 하청대표에 대해

서는 산안법 66조의 2 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추궁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량이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는 업체의 대표자가 산재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자

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현재 산재사고를 발생시킨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형법과 산안법에 따른 처벌 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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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처벌이 미약한 수준인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산안법 제51조의2에 영업정지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한데 반해 그 처분의 수준은 미약하여 이 역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는 

아니다. 외국의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는, 처벌 결과의 공표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

는 우리 법령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중대한 산재 사고를 일으킨 개

인이나 업체도 큰 손해를 입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현행 처벌 실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기 어렵다.

가. 산안법은 원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이지만, 

처벌 조항은 개인(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어 있다. 처벌 조항

에 자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 및 벌금형의 액수가 다른 법률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그런 점 때문이다. 산안법의 양벌규정(제71조)이 다른 법률의 그것과 

동일한 방식, 즉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방식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도 그런 점 때문이다.27)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의 처벌 조항을 법인에

게 바로 적용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 형량을 대폭 늘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나. 그리고 산안법은 원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산안법 제1조28)에 그런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산안법에 사고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치 않다. 

현행 산안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66조의2가 그것이다), 이 조항은 나중에 삽

입된 조항29)으로서 산안법 체계상 다소 이질적이다. 따라서 산안법 내에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그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7)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산안법 상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이지만 산안법 상의 양벌규정의 취지가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

아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양벌규정의 문언적 의미와는 배치되지만 합목적적 해석으로

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8)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이 조항은 2006. 3. 24.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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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만으로는 산재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

렵다. 

    

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조항은 산재 사고 외에 교통사고 등 다른 사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또 산재 사고에 맞추어 처

벌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없다. 산재사고에 있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데, 위 조항에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는 없다. 

나. 그리고 형법의 위 조항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영업정

지와 처벌 사실 공표 등의 행정적 제재를 담기가 어렵다.

Ⅲ. 가칭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정의 검토

1. 법안의 내용

   산안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산업재해 사고의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고,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조만간 대폭 감

소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법의 경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산업재해와 유

사한 사안인 보건범죄와 환경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참조할 때 가칭 ‘산업

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특별법 제정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 원청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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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

다. 현재 법률상 그런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운용하는 사법기

관에서 법을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아 중대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러므로 특별법에는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체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될 것이고, 법인사업체에 있어서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경영책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근로자가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

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에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법을 운용하는 

기관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유형의 사

고에 대해서는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아울러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법 운용기관이 함부로 법 적용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 형사사건에 있어 책임

을 의제하는 규정이 타당한지 또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쟁 참상 같은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 결과에 따른 형량 강화

   산재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처벌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 결과를 유형화하여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형량이 

모두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한

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법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

데,30) 산재 사망 사고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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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의 범위

   특별법에서 위와 같이 책임을 의제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규정을 둘 경우 특별법을 적

용하는 사건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사고가 아닌 사고에 대

해서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은 특별법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나 그 외의 노무제공자31)가 피해자가 되

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할 경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러하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도급․용역 노동자나 하청근

로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사업장 내에 노무제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일로 

들어왔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시상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이다. 

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1) 이른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는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서든 아니면 ‘그 외의 노무제공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서든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 외 설비와 함께 임차되어 일하는 사람과 용

역 노동자도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청의 ‘근로자’가 아닌 하청의 근로자도 원청과의 

관계에서는 ‘그 외의 노무제공자’로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요컨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특별법의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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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주에 대한 가중 처벌

   현재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처벌받고 있지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적정한 벌금형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영국의 ‘기업 과실치사법’ 참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리고 그 사업주는 원청인 경우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예측가능성과 회

피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범죄는 산안법 위반죄로 인한 사망 사고로 한정할 필

요성이 있다. 벌금 액수는 최대 10억원 이하로 규정하여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을 고려

하여 적절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징벌적 손해배상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만으로는 산재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적 이득이 

막대하다면 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려고 드는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

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가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에 그와 유사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산재 사고에 있어서도 그런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행정적 제재

   산업재해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이다. 중대한 산재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한 행정적 제재를 해야만 한다.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행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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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고 사실의 공표

   산업재해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가 추후 또 다시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일반 국민들에

게 알려져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그에 대한 근거규정도 포함되어져야 한

다. 

2. 구체적인 입법안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

해를 끼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근절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 사고 발생의 가중처벌) ①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개인 사업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법인 사업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32)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사업체 또는 수급인의 종사자를 사

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33)

3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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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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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5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종사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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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급인에는 하수급

인도 포함된다.  

제3조(책임의 범위) ①사업장 내의 시설물, 장비, 차량, 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

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34) 제2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사업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35)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그 사상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사업체 또는 수급업체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법인을 포함한다)

에게도 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사업주(법인을 포함한다)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

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

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3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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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손해배상 책임의 가중)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 경영 담당자는 그 

사업체와 연대하여 사상을 당한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액

수의 배상책임을 진다.36) 

제6조(허가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
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

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

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37)

36) 이른바 ‘징벌적 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징벌적 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나마 유사한 것이 아래 조항이어서 그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37)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영업정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면허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반 법률

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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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5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8)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체적인 골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

지 등) 참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

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

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38) 처벌사실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아래 법률들과 호주 ACT지역 형법 중 ‘industrial 

manslaughter' 편의 ’Court may order corporation to take certain acions'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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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

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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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대 산업안전사고 처벌 결과 현황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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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2.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1. 들어가며

노동부 발표 산재통계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 노동자는 약 100만명 (998,175), 

사망 노동자는 2만7천3백7십 명이다. 매년 2,48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 더욱이, 

산업안전공단의 <2012년 응급실 기반 직업성 원인 조사 연구>에서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34%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조사도 있어, 부상재해의 은폐와 더불어 실제 산재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기간의 산업재해 분석에서 하청노동자 산재는 통계조차 없고 도외시 되어 왔다. 하청 노

동자 산재가 업종별 분석에 따라 건설업, 조선업 등 업종의 특성문제로 치환되고, 고용규

모별 분석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산재로만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매년 600- 7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조선업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 산재사

망이다. 더욱이, 수천명 수만명이 일하는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도 중소영

세 사업장 산재로만 인식 되면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이니 대책이 없다”로 귀결되었다.  

인천 공항철도 5명사망사고, 세진중공업 폭발 4명 사망사고, 이마트 4명 질식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삼성불산 누출사고,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에 이르기 까지 하청 노동자의 산

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그 동안 도외시 되었던 하청 노동자 산재

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그로 인한 산재사망의 획기적인 감소 대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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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원인 

가. 하도급 실태와 하청 노동자 산재

산업안전공단의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2007] 에 따르면 하청노

동자의 산재가 원청 노동자보다 2.53배 더 많이 발생한다. 

2008년 노동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서 대상 사업

장의 54.6%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

업은 100%, 철강업 87.1%, 기계금속 72.4%, 전기 전자업종 59.9%가 하도급을 활용했다. 

전통적 하도급 활용 업종인 건설업, 조선업에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부문으로 엄청나게 확

대된 것이다. 현재는 청소관련업, 식당, 물류 등 용역 서비스, 대형 할인마트, 사무직종, 

IT 직종 등 전 업종에 걸쳐 광범위 하게 펼쳐져 있다. 

2008년 고용보험 등록 300명 이상 사업장 963곳 조사 결과 노동자 168만5천995명 가운

데 21.9%에 해당하는 36만8천590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파악되었다. 사무·판매·서비스

업(12만2천682명),조선업(7만9천160명), 철강(2만8천912명), 전기·전자(2만7천124명), 자

동차(1만9천541명)이다. 이 조사는 약 130만 명 전체가 하청 노동자인 건설 노동자를 제

외한 통계로, 이를 반영하면 하청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2010년 노동부 국

회 제출 사내 하도급 현황)

① 건설업 

산업구조 자체가 원 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업종이 건설업이다. 건설노동자는 산재사망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매년 600명- 700명 즉, 하루에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

로 사망한다. 약 18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업종에서 130만명에 달하는 현장 기능직 노

동자는 90%이상이 하청 노동자 이고,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업종 특성이 산재사망 1위의 원인은 아니다. 한국은 영국 건설노동자보

다 11배가 더 많이 산재로 사망한다. 더욱이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20% 이상이 건설기계 

장비 관련 사고인데, 건설기계 운전원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통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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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잡히지 않는다. 장비사고가 나서 운전원과 현장 노동자가 같이 죽고 다쳐도 현장 노동

자만이 산재로 분류된다. 

② 조선업 

조선업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0년대 중반이후 정규직 생산노동자 수를 압도 했

다. 2011년 현재 전체 기능직 인력의 68.5%가 하청 기능 인력이다. 1990년 대비 원청 

기능 인력은 101%이지만, 하청 기능 인력은 무려 1,041% 이다. 현대중공업 금산 현장의 

경우에는 사무직 말고는 기능인력 전원이 하청 노동자이다. 중량급 조선업인 성포조선이

나, 21C 조선의 경우에도 생산직은 원청 직영인력이 전혀 없고, 전체가 하청화 되어 있

다.   조선업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하청 노동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산재사망도 

급증 했다. 이에 조선업에서 최근 하청 노동자 사망 만인률은 원청 노동자 대비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구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원청) 기능직(하청) 계

1990 4,062 7,967 34,701 7,360 54,090

1995 7,333 11,775 39,236 18,986 77,330

2000 7,181 10,420 36,215 25,960 79,776

2005 7,042 12,081 35,750 49,831 104,704

2007 7,755 15,791 36,886 70,744 131,176

2008 8,179 17,535 37,565 71,586 134,865

2009 5,808 20,594 37,057 77,495 140,954

2010 6,533 20,293 35,383 70,534 132,743

2011 6,931 20,492 35,237 76,670 139,330

1990년

대비 증가율
170.63% 257.21% 101.54% 1041.71% 257.59%

[한국 조선협회, 조선 자료집 각 년도/ 2013 건강포럼 자료 인용]

 [금속노조 조선분과 2011년 임 단협 비교자료집]

③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하청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도급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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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생산현장 비정규직 

사용비율(B/A)
종업원 수 조합원수(생산직)(A) 업체 수 인원수(B)

대우조선 13,000명 7,000명 107개 14,940명 213%

현대미포조선 3,645명 2,744명 69개 5,669명 206%

현대삼호중공업 4,321명 2,507명 67개 6,400명 255%

한진중공업  1,850명 1,158명 70개 3,351명 289%

STX조선 2,000명 1,016명 70개 4,500명 443%

SLS조선 1,103명 867명 39개 2,133명 246%

삼성중공업 12,000명 6,300명 120개 17,000명 270%

현대중공업 25,111명 17,751명 148개 14,346명 81%

태도 장소임대, 위탁등 다양한 형태의 하청 고용이 있다. 건물관리업의 경비 청소 노동자

의 경우 산재다발 위험 업종으로 매년 분류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만 

643명이고, 재해자는 3만 1천4명이다. 건물 관리업은 산재가 다발하는 업종으로 매년 분

석된다. 용역, 도급 형태로 산재보험 처리 80%이상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난 

10년동안 산재발생은 최소 15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업 하청 고용 형태]

세부업종 사내 하청의 예 

도소매업  

o 대형 할인점 식품파트는 각 매장의 관리자는 원청 직원, 실제 판매 업

무는  사내하청 직원이 담당(전반적인 업무관리는 원청에서 실시함).

o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의 경우 소속사에 의하여 업무감독을 받지만, 작

업장내 의자 설치 및 복장 등에 대한 사항은 장소를 제공한 백화점 측의 

감독도 받고 있음. 

건물관리업

o 현장 관리소장이 경비, 청소 등 인력파견업체 직원에 대하여 직접 관

리함(인력파견업체는 현장에 1인의 관리자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거리환경미화원은 일부 지자체 소속, 

쓰레기 분리수거원은 대부분 도급업체 소속

[2012 민주노총 토론회 자료집/ 김 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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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전체 재해자수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97,821 98,620 93,292 739,881

건물관리업 

재해자수
3,583 3,698 3,784 3,696 4,012 3,957 4,374 4,000 31,104

사망자수 131 113 83 82 77 46 49 62 643

[ 건물관리업 노동자 산재 /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인용]

인천 국제 공항의 경우 공항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 보안, 환경등 공항 운영 관련 종사자

는 7,000명 내외인데, 이중 정규직은 895명이고, 하청  비정규직인 약 6,000명으로 86%

가 하청 노동자이다. 산재 현황 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다

쳐도 치료받을 병원조차 없어 부상이 더욱 악화된다. 

④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비정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도 사각지대에 있다. 건설기계 운전원 뿐 

아니라, 매년 1,300여명이 사망하는 화물 운전차 사고나, 버스, 택시, 퀵 서비스, 골프장등

에서의 사고는 산재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수 고용노동자가 250만 명에 달한

다.

나. 하도급 주는 이유 1위 유해위험 작업이어서...

산업안전공단 51개 사업장 원청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도급을 주는 

이유의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다’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

이다’ 라는 이유를 앞질렀다. 또한, 하도급을 준 공정이나 작업이 위험해서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응답이 49%이고, ‘위험이 낮다’라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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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을 주는 이유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40.8%

하청의 임금 수준이 낮으므로 28.2%

노사분규 줄이기 위해 15.5%

4대 보험료 부담 감소 2.8%

산재율 낮추기 위해 0%

■ 하도급을 준 공정이 위험해서 산재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다 7.8%

대체로 높다 41.2%

보통이다 39.2%

대체로 낮다 7.8%

매우 낮다 3.9%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  2007 산업안전공단]

다. 위험의 외주화 왜?

“ 스스로 위험을 만든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민범상의 위험 책

임이론이다. 원청 사업주는 노동과정에서 위험을 생산하는 자 내지 위험을 지배하는 자이

다. 이에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는 원청 

사업주이다. 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 관련 법 제도에서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에게 전가한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다. 

일차적으로는 위험업무를 하청에게 전가하고, 위험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위험 업무일수록 안전관련 적용규정도 많고, 투입되는 안전비용도 많

은 데 이를 하청에게 전가 시키면 그만이다 

둘째, 위험 업무인데 하도급화 되면서 안전관리는 더욱 엉망이 된다. 이로 인한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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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실시

업체

위반

업체

위반

비율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2008 24,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073

2009 19,374 18,708 96% 18,059 986 1,160,944 1,177

2010 27,990 23,436 83% 19,591 7,219 5,612,056 777

가 발생해도 원청은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및 처벌관련 법적 책임에서 빠져 나가게 된

다. 

셋째는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 업종이 하청화 되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원청 고용 노동자

의 재해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는 산재보험료의 감면 혜택으로 이어진다. 18대 국회에서

는 삼성전자가 재해율이 낮아 20개월간 산재보험료 300억을 감면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 코레일 5명 사망사고나, 이마트 4명 사망사고는 하청 업체 소속 산재로 정리되므로, 

원청 업체의 재해율은 영향을 받지 않고, 수백억의 산재보험료가 매년 감면되고 있다. 

3.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실태

1) 32%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산재사망 처벌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 처벌이 없는 경우가 33%에 달한다

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매년 노동부 안전점검에서는 90% 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 된다. 사전 예고된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

부의 처벌은 상당히 미약하다. 처리 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시정조치가 처분의 대

다수이고, 과태료 처분이 있으나, 업체당 과태료는 95만원 수준에 그친다. 

[ 노동부 사업장 점검과 처리 결과 / 2012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과태료 금액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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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건 처분결과

계 벌금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타

(각하, 선고유예등)

공소권

없음

징역

(집행유예)

2,045 1,311 317 255 41 59 62

100% 64%
16% 12% 2% 3% 3%

사업주 처벌 없음     33% 3%

2011 21,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650 955

사업장 90% 이상이 산안법을 위반 하고 있고, 이는 현장의 크고 작은 사고에 이어 결국 

중대재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중대재해 관련 처분 결과를 보면, 33%의 사업주가 무 혐의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 (3인 이상 사

상) 19건의 사법처리에서는 구속은 단 2건(집행유예)였고, 나머지는 300- 1,000만원 가량

의 벌금이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부상2명이 발생한 

(주)티케이 케미컬의 경우 하청도 무혐의이고, 원청은 아예 언급도 없다. (별첨 자료 참조)

[2012 국정감사 자료/  2010. 1.1- 2012.7.31 시점 처분결과]

이러한 결과는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도 상당부분 있으나,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의견을 

내는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이 절대 다수이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약 1,298건의 사망재해가 있었으나, 노동부가 구속기소 송치

의견을 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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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망재해

건수

구속기소

송치의견

불구속기소 

송치의견
수사 중

피의자 

수배중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2011 887 0 883 1 2 0 1

2012.7 411 0 370 40 0 1 0

2)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 하늘의 별 따기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

이다. 붕괴사고로 2명이 사망한 GS 건설은 각하 처분,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한 현대산업

개발도 원청 무혐의,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롯데건설 사고도 원청은 무혐의 처분

을 받았다. 1명 사망과 2명이 부상한 인성건설은 구약식 이었다. 원청이 처벌을 받는 경

우도 미미한 수준이다.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한 이마트는 벌금 100만원과 기소유예, 사

망3명과 부상 1명이 발생한 삼호조선 사고도 원청은 벌금 50만원, 추락사고로 사망1명과 

부상 3명이 발생한 포스코 강판 (주) 사고도 원청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조사하는 경우는 제조업

과 건설업등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한정되고 있다. 원청 책임이 아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조사나, 기소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삼성 불산 누출사고와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 결과

삼성 불산 누출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 안전점검에서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

발되었다. 삼성은 이중 80%이상을 즉각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80%이상

은 즉각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방치해 왔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약 80

여개 하청 업체의 안전관리는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불산 관

련 교육에는 원청 관리자만 참석했다. 누출사고 이후 원청인 삼성에게 몇 차례 보고가 있

었으나, 결국 늑장 대응으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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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무자격 안전관리자 채용과 더불어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무더기 법위반이 적발되었다. 대림산업은 원청이 예방책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적

용대상임에도 무시되었고, 결국 하청 건설노동자는 죽을 수도 있는 현장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과연 이번에는 산안법 위반이 만 천하에 드러난 삼성과 대림산업이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4. 사내 하청 안전보건 실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산

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하청구조는 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이마트의 불법 파견 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었다.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

휘 책임을 받으면서도 계약서상으로 도급등 다양한 계약과 노무관리로 위장되었던 것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마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원청과 동일한 장소 뿐 아니라 기계, 기구, 설비 및 작업지시등 모든 분야에

서 지취감독 및 지배를 받는다. 산업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서  51개 사업장 원청 관리자 

대상 조사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재료, 자재는 ‘원청이 제공한다

“가 93.5%에 달한다. 전부 하청이 제공하는 경우는 0%였다. 원청이 모든 것을 제공함에

도 원청으로 부터 전체 공정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받는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 기구 설비 재료등의 제공

전부 다 원청이 제공한다 74.5%

대부분 원청이 제공한다. 19.0%

공동제공한다. 2%

대부분 하청업체가 구비한다 3.9%

전부 하청업체가 구비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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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사업주 대상 조사 

유해위험 작업 시 원청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공 여부 

받지 못하다.  43%

일부만 받는다 41%

전체 공정에 대해서 받는다.  13%

기타 3%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  2007 산업안전공단]

하청 노동자들은 보호구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호구 지

급의 차별, 설비나 사용하는 화학물질 자체의 위험 정보 제공 차별 등이 난무했다 

예1)  “보호구는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보호구를 써라 그 사장한테 이야기해요, 

사장이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죠.” (자동차, 중소기업 관리자)  

  “보호 장구 사용에 정규직과 차이가 있어요, 일부는 사내하청 노조에서 주장해서 업체와 

차별이 없게 바꾼 부분도 있어요”(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조합 활동가). 

예2) “정규직 노동자와 회사 측 관리자가 그냥 슥 돌기는 합니다. ....서로 얘기하다가 지나

가는 저게 안전점검인지 조차도 잘 모르겠고 그냥 돌아가는 구나 지나가는 구나.“(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예) 기계 자체가 자기네 것이 아니고 모기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서도 MSDS를 현장에

서 배치하고 사내 교육도 해야 하고 다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다 정규직 위주로 

되었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선 개념 없이 참여하다가 사고가 하나씩 발생하면 실수로 다

가서기엔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다. MSDS를 몰래 훔쳐다가 복사해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

고 그런 답답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조선, 모기업 노동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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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붓고, 너무 힘들다. 서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보고, 점포 사장과 의논했다. 사장은 의자를 놓고 쉬면서 일하라는 입장이었으나, 

홈플러스 쪽 지배인이 ”앉아서 일하면 전체 홈플러스 이미지가 나빠진다“ 며 의자를 놓지 

못하게 했고, 점포 사장도 어쩔 수 없었다. 의자를 주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라는 것도 소용없었다. (유통 매장 내 화장품 입점업체 노동자)

예) 건물 청소 노동자들 사고 중 가장 많은 것이 미끄러짐 사고이다. 하지만 작업복도 안전화도 지급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장화 밑바닥에 철 수세미를 감고, 작업복도 우리가 공동으로 사서 

입었다. (대학 청소 노동자)

예) 병원에서 신종 플루 예방 주사를 접종한 적이 있었는데, 용역회사 하청 노동자라고 예방

접종을 안 시켜 줬다. 내가 걸리면 다 감염되는 것 인데도 접종을 안 해주니, 참 화가 났다. 

(병원 청소 노동자) 어떤 사람은 에이즈 주사바늘에 찔렸는데도 병원에서 자기 직원이 아니

라며 응급조치를 거부했다. 주사침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병원측의 책임이 있는데도, 치료

비도 본인이 내라고 한다. (서울대 병원 청소 노동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외국의 원 하도급과 달리 한국은 원청의 우

월적 지위와 원 하도급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하청 사업주는 산재예방책임을 다 할 수

가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하청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산재예방 책임

을 원청에게 부과하는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5.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조항과 노동부 개정안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에 하도급 관련 규정은 18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28조 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29조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29조의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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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시행 2012. 1. 26] (현행)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

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운영에 관한 특례이다. 현재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2012년 12월 시행령 개정안이 입

법 예고되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현행안과 노동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계를 지적하

고, 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는 중심 조항인 29조 개정안

에 대해 살펴보고, 기타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1)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크게 나누어 ①항부터 ⑤항 까지의 규정과 ⑦⑧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 분리 도급과 전부 도급, 원청 노동자

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일 것을 요건

으로 하고 있다. 또한 ③항의 경우에는 16개 장소 위험 장소를 정하여 산업안전보건규칙

의 조치를 원청이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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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

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⑨ 제2항 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대통령령 제21653호 2009. 7. 30. (현행)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생략

②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

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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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해석의 문제 

첫째, 도급에 대한 해석의 문제

산안법 29조는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로 되어 있고, 수급과 도급의 관계에서 사업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급”의 해석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

인 것이 백화점이나 유통매장의 용역, 위탁, 장소 임대 등 다양한 계약관계를 어떻게 해

석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도급의 법적 성질상 서비스업의 용역 수행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형태를 반영하

지 못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도급 외

에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계약관계를 포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둘째, 발주처의 해석 문제

화학장치산업이나 철강 및 발전소 현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설비 보수 업무를 하는 플랜트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의 발주처- 원청- 하청의 구조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의 

노동부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조치의 의무자인 사업주로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

었다. 2012년 9월 노동부는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지

침”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명칭에 관계없이 설비 유지보수 공사가 발주형식으로 수

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의 일종임’ 이라는 적용 지침을 발표했다. 플랜트 현장의 경

우와 같은 사례는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된다. 이에 관련 사례가 나올 때 마

다 적용지침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3) 현행 ①항부터 ⑤항 까지의 규정 및 노동부 개정안의 한계

첫째, 적용 대상 업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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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을 건설업, 조선업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전 업

종으로 확대 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2012년 시행령 입법 예고를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에서 관련 시행령 26조에서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예고했

다. 또한, 동법 2조는 산안법 일부 적용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별표 1 규정에서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에 대해서는 29조 1항

부터8항까지와 10항을 적용제외 했다. 원자력법 적용 사업장등 타법의 적용 사업장에 대

해서도 적용제외를 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대학 청소노동자나,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다. 산안법 29조의 적용 대상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전 업종 적용으로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청 사업주의 예방조치의 한계 

현재는 원청 사업주의 의무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하청 노동

자의 안전교육 지도 지원, 작업환경 측정,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하청 노동자 산재예방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다. 

안전보건 협의체는 사업주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공정협의체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의 대부분은 위험한 작업, 물질, 공정에 대한 정

보와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현행 안은 안전교육장을 빌려주고, 

교육자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사고의 상당

수는 앞 공정과 후속 공정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없어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원

청이 갖고 있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권한도 원청에게 있다. 

 현행 법은 16개 위험 장소에 한정하여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있는

지 유무와 관계 없으며, 특별히 위험한 장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원청 사업주가 위

험을 생산하는 공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 사업

주는 원청에게 절대적으로 종속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며, 또한 재해예방 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청 업체에도 안

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한다면, 원청 업체가 위험을 생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원청 업체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원청 사업주가 일반적이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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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을 말한다(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39)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

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괄적인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과 안전교육 실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선에 서 있는 관리자 이다. 현행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규모별로 선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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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시행 2012. 1.26] (현행)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

보니, 실질적인 현장에는 수 천명이 일하고 있어도, 원청은 고용인원이 작고, 하청은 개별 

회사별로는 고용규모가 작아서 아예 선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청 고용인원에 따

르는 안전관리자만 선임되어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보건관리는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의 문제이고, 총괄적인 관리이므로 고용관계와 규모

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이 아니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원청이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건설현장의 경우에 시행되고 있다.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것이 바로 각각의 고용관계와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총괄적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 29조 적용 사업장에도 이

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원청 사업주에게 부여할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기준도 변경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재를 예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다. 아무리 

강력한 법과 정부의 관리 감독이 있어도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참여와 

감시체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구조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제도이다. 현행법은 이 또한 고용관계와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

다. 이에 하청 노동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참여권은 보장되

지 않고, 일상적인 산재예방과 감시체계도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현행의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구성 하도록 하고, 하청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도

록 하여야 한다. 현행 법에는 산안법 29조의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

한 특례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원청, 하청의 사업주, 노동자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제도

인데, 현재는 건설업에서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의 규정이다. 건설업에서는 단기 

고용 비중이 높고, 현장 이동성이 심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하청 노동자의 참여

권 보장에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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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

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

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

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

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

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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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

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

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18조, 28조 

가. 18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현행법은 업종도 건설업, 조선업등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

하는 것으로만 규정화 되어 있다. 이에 노동부가 제출한 입법 개정안에는 지정의 의무 뿐 

아니라, 총괄관리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이 또한 29조의 한

계인 적용 대상의 제한, 임대위탁등 다양한 계약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 

산업에 적용시키고, 장소, 설비, 기계등을 임대 위탁 용역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 확장시켜

야 한다. 

나. 28조 유해 작업 도급 금지 

현행법은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 도급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도급 금지 라기보다는 인가를 받아서 도급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상 

업종이 도금, 수은등 몇 개의 작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십 수년

째 논의가 되지 않았다. 위험성이 높은 조선업 비파괴 검사업무 등 도급을 실질적으로 금

지하는 업종이 추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도급급지 확대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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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 할 수 있는 상시적인 논의 기구와,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규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기타 사항 

하청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 중대재해 조사 시 하청 노동자, 건설노동자 참여 보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사업주는 산재발생 보고를 위한 산업재해 조사

표 작성 시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것은 여수산단의 대림 산단 사고처럼 17명의 사상사고가 나고, 

여수지역 건설노조와 같은 조합원 가입률이 높은 노동조합이 있으나, 사고 조사와 보고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건설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해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더불어 노동자 참여구조의 주요한 통로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 사업장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여 추천, 위촉되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의 참여구조가 막혀 있다. 아울러 사업장 이동이 많은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요원한 제도로 되어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하청 노동자 참여

와 건설노동자의 실정에 맞는 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특수 고용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을 

employee 가 아니라 worker 개념으로 접근하여 포괄적 적용을 하고 있다. 동일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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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는 건설기계 노동자나 병원의 간병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똑 같이 배달을 하면서도 직영 소속이면 보호구를 지

급받고, 특수고용 노동자면 보호구는 커녕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처리도 못하는 현실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사고는 고용특성을 가리지 않고, 안전과 생명은 누구에게나 보장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7. 민주노총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산안법 개정 방안 요약 

1) 산안법 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확대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한 폐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을 기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제조업 외 7

개40))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

나. 도급뿐 아니라 임대, 위탁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 산안법 18조 1항에서 제3호(임대, 위탁 사업의 총괄책임자 지정의무) 신설

  - 도급사업 뿐 아니라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임대, 위탁, 용역을 주는 사업도 총괄

책임자 지정 및 관리의무 도입

2) 산안법 29조 적용대상 사업 확대

 가. 기존 시행령 지정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

  - 산안법 29조 적용사업을 기존의 건설업 외 7개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였음

  - 이 경우 이마트 탄현점 사건과 같이 서비스업의 원청사업주도 산안법 29조의 적용대

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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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급 뿐아니라 임대, 위탁, 용역 사업으로 확대

  - 산안법 제29조 제1항 3호를 신설하여 임대, 위탁, 용역 사업도 적용

  - 도급사업 뿐 아니라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임대, 위탁, 용역을 주는 사업도 산안

법 29조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산재예방조치의무 확대

 

 다. 원도급인(발주처)에 대한 적용 제한적 확대

  - 원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도급인도 산안법 제29조

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여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할 의무를 부여함

  - 제한적이나마 원도급인(발주처)에 대하여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책

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3)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대폭확대

- 기존 산안법 제29조 3항(산재발생 위험장소에서의 예방조치)을 삭제하고, 산안법 29조 

2항 각호의 도급사업주의 예방조치에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의무를 부과

- 기존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재발생 위험 장소41)에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의무

를 부과하였으나, 장소적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였음

4)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교육 의무부과

- 기존에는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진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도급인의 지도

와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수급인이 아

닌 도급인이 직접 실시하도록 교육의무를 부과하였음

5) 기존의 산재 예방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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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개정안(노동부 국회 

제출안)
수정안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

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

---------------------------------

---------------------------------

---------------------------------

------------------------------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

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

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하수급인, 임차

인, 수탁인(이하‘수급인 등’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근로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였음

- 기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조치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

영하도록 하며, 산안법 29조의 2에서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조항까지 두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별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

성·운영하도록 하였음

 6)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부과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도급인의 근로자 뿐아니

라 수급인 등의 근로자도 안전·보건 관리대상임을 확인

- 또한,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대체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과 직무를 수행

7) 유해·위험한 업무의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노동부 개정안은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등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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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개정안(노동부 국회 

제출안)
수정안

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

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

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

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

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

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

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로 지정하여 ------------------

---------------------------------

---------------------------------

--------------------------- 총

괄관리하도록 하여야 --------

---------------------------------

-------------------. ------------

---------------------------------

---------------------------- 총

괄관리-------------------------

---------------------.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

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

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하도록 하

여야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

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

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

급을 주어 하는 사업

3.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장

소 및 설비, 기계 등을 임대·

위탁·용역42)을 주어 하는 사

업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ㆍ보건조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

건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도급 등 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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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개정안(노동부 국회 

제출안)
수정안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

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

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

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

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

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

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

체의 구성 및 운영

 ③ -----------------------------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

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

험이 있는 장소 등 -----------

---------- 때에는 안전ㆍ보건

시설의 설치 등 --------------

---------------------.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

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

하는 설비 및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

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등의 근로자의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을 주어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

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

급을 주어하는 사업

3.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장

소 및 설비, 기계 등을 임대·

위탁·용역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원도급인으로서 수급인 등(원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도급인은 그

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등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9조의 2항 신설) - 원도급인

의 안전보건 책임

※ 발주처(원도급인)의 책임을 묻

는 2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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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개정안(노동부 국회 

제출안)
수정안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

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

는 안전·보건교육에 대

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

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

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

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

7.25>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사업주 또는 제5

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

--------------------------------

--------------------------------

-----------------------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

---------------------- 제6항---

-------------- 조치------------

--.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⑩ 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

체의 구성 ㆍ운영, 작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안전ㆍ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

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

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

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현행안은 한항씩 밀림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

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

다. 

1. 도급인과 수급인 등의 근로자

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수

급인 등의 근로자를 포함한

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5.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6.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

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

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

급인 등 및 수급인 등의 근로

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

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

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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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개정안(노동부 국회 

제출안)
수정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

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

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

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

7.25>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

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

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

1.7.25>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

다.  <개정 2011.7.25>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

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

(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

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

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8조제4항에 따라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후 공사중지 또는 계획

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

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

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

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

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

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등 및 그의 수급인 등

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

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

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

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

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

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

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ㆍ보건 상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

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노동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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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개정안(노동부 국회 

제출안)
수정안

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

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

정 2011.7.25>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

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

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

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

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

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2011.7.25>

⑨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

여 고시한다. (기존 5항 삭제) - 도급인의 안전

보건 책임 부과에 따름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

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

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

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

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

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⑨ 제3항 1호부터 5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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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개정안(노동부 국회 

제출안)
수정안

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

운영,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

건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현형 <제29조의 2 삭제>

노동부 안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을 제29조의 2항으로 대체

※ 법 개정에 따라 벌칙규정을 수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칭)산업안

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보조를 맞출 필

요있음

◆ 기존과 변경내용

1. 29조 제2항 원도급인의 책임규정 신설 및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변

경

- 노동부, 파견도급 구별자료 중 참고

2. 29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이후 항 한 단계 뒤로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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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산재(명) 산재 사망(명)
2011 93,292 2,114
2010 98,645 2,200
2009 97,821 2,181
2008 95,806 2,422
2007 90,147 2,406
2006 89,910 2,453
2005 85,411 2,493
2004 88,874 2,825
2003 94,924 2,923
2002 81,911 2,605
2001 81,434 2,748
합계 998,175 27,370
평균 90,743 2,488

｢첨부자료｣
Ⅰ. 11년간 매년 2,488명, 2만7천3백7십명 산재사망

◯ 산재통계가 작성된 이래 한국에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8만 6천 여명

- 지난 11년간 2만7천3백7십명 산재사망. 교통사고 보다 높은 산재사망 만인률

- 전쟁이 난 것도, 쓰나미가 덮친 것도, 원전이 폭발한 것도 아닌데, 

 매년 2,488여명의 노동자가 전쟁 같은 죽음의 일터에서 사망.

◯ 지난 10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154조 1천3백83억. 

  2013년 정부예산 342조 5천억의 45%

  교통사고 보다, 재난보다 큰 산재 경제손실액이 매년 증가. 

- 해마다, 2,000만원 연봉 노동자를 85만명 고용 할 수 있고, 서울시 전체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이 산재로 증발.   

◯ 산재은폐로 실질 산재통계는 정부 통계의 12배 - 30배 

- OECD 산재사망 만인률 한국은 수년째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 언제까지... 

한국 산재 통계

[노동부 산재통계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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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추이

(단위: 억원/ 현대경제연구원, 노동부)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적 손실액 101,000 124,090 142,995 151,288 158,188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적 손실액 162,114 171,094 173,157 176,187 18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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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2. 08 -2013. 03 주요 산재사망 사고

◯ 2012. 08 LG 화학 청주공장 폭발(사망8명, 부상3명) 

◯ 2012 .08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망 4명,부상 14명):하청

◯ 2012. 09 LS 엠트론 용광로 전복(사망2명)

◯ 2012. 09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사망 2명, 부상 12명) : 하청

◯ 2012. 09 구미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사망5명, 부상 12명)

◯ 2012. 12 울산 작업선 전복 (사망 12명, 부상 3명) :하청

◯ 2012 09 - 2013. 3 현대제철 당진 현장 6개월에 6명 사망 :하청 

◯ 2013 . 01 삼성불산 사고 (1명 사망) :하청

◯ 2012. 11 - 2013. 02 대우조선 해양 4개월 3명 사망 :하청

◯ 2013.03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6명 사망 11명 부상):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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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역 업종 원청명

하청

업체명

재해인원

(명)
재해원인 피의자 사법처리현황

1 중부청 제조업
동국제강(주)인천

공장
부성철강(주)

사망2

부상1
폭발

명재기업대표 

법인

부성철강대표

법인

기소중지

기소중지

기소중지

기소중지

2 중부청 건설업 GS건설(주) 사망2

무너짐,

내려앉음

(붕괴,도괴)

성명불상 각하

3 의정부 제조업 환경자원개발(주)
사망2

부상2
화상 대표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4 고양
제조업

건설업

트레인코리아(주)

*이마트내사고
오륜이엔지 사망 4

유해물질 

접촉.중독.질식

(사고성)

본부장

사업주

법인

벌금100만원

기소유예

벌금100만원

5 경기 제조업 일광ENG
사망2

부상2
폭발 대표 구약식

6 경기 제조업 오아시스주유소
사망2

부상1
폭발 대표 불구속구공판

7 강릉 건설업 삼화건설(주)
사망4

부상4
붕괴

현장소장

법인
벌금50만원

8 부산북부 건설업 롯데건설(주) (주)두리건설 사망1 무너짐,
현장소장(하청)

하청업체(법인)
벌금1,000만원

첨부자료 2. 

중대재해 처벌 현황 / 2012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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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6
내려앉음

(붕괴,도괴)

현장소장(원청)

원청업체(법인)

원청업체(법인)

벌금1,000만원

혐의없음

혐의없음

혐의없음

9 부산동부 건설업 현대산업개발(주) 강남건설(주) 사망3 추락

현장소장(하청)

하청업체(법인)

현장소장(원청)

원청업체(법인)

혐의없음

10 부산동부 건설업 성벽종합건설 아진유리 사망4 추락

하청업체(대표)

하청업체(대표)

현장소장(원청)

원청업체(법인)

집행유예

벌금300만원

벌금1,000만원

벌금500만원

11 울산 제조업 현대이피㈜
사망3

부상4
폭발

공장장

법인

징역1년,

집유2년(항소중) 

벌금 1,500만원

12 양산 제조업
유승건기산업

(주)양산지사

사망3

부상1
붕괴, 도괴

대표

법인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13 통영 제조업 삼호조선(주) 효천산전(주)
사망3

부상1
화재

1.대표(하청)

2.하청업체(법인)

3.실질경영자(하청)

4.하청업체(법인)

5.실질경영자(하청)

6.하청업체(법인)

7.공장장

8.원청업체(법인)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30만원

벌금30만원

벌금50만원

벌금50만원

14 포항 제조업 포스코강판(주) (주)제이엔테 사망1 떨어짐(추락) 대표이사(하청) 벌금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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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부상3

하청업체(법인)

공장장(원청)

원청업체(법인)

대표이사(하청)

하청업체(법인)

벌금100만원

벌금3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15 구미 제조업 (주)티케이케미칼 ㈜대조전설
사망5

부상2
폭발

대표이사(하청)

하청업체(법인)

혐의없음

혐의없음

16 전주 건설업 대교종합건설(주)
금강토건주식

회사

사망1

부상3
붕괴

현장소장(하청)

법인(하청)

현장소장(원청)

법인(원청)

법인(원청)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기소유예

17 익산 제조업 (주)레오포즈
사망1

부상8
폭발 대표이사

각구약식

(각벌금400만원)

18 청주 제조업 대흥설비
사망1

부상2
폭발 대표 벌금500만원

19 보령 건설업 인성건설(주) 성산개발(주)
사망1

부상2
붕괴

현장대리인(하청)

하청업체(법인)

현장소장(원청)

원청업체(법인)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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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3.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43)법과 그 시사점

심 재 진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I.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배경

1.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정도로 모든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

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의 의무이어야 한다.”(제2조 제1항)

⇐ 꼭 중과실의 정도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음.

제7조: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43)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사상의 범죄를 영국정부는 2000년에 법안에 대한 협의문서(Reforming 

the Law on Involuntary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Proposals)를 발표할 때는 ‘A New 

Offence of Corporate Killing’이라고 명명하였으나, 2005년 현재의 법의 기초가 되는 법안초안

(Corporate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Draft Bill for Reform)을 발표할 때는 Corporate 

Manslaughter로 이름을 바꾸었다. 국내에서는 기업살인법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

경의 취지를 반영하여 Corporate Manslaughter를 기업과실치사로 명명한다. English law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죽음이 유발되는 것(homicide)은 살인(murder)과 manslaughter로 나뉘는데, 가장 중한 범

죄인 살인은 살해할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의도가 입증되나 참작사유(예를 들어 도발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voluntary manslaughter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으나 사망을 초래할 것

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 이를 involuntary manslaughter로 본다(Reforming the Law on Involuntary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Proposals, p.5.). Corporate manslaughter는 involuntary 

manslaughter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형법에서 가장 가까운 개념인 과실치사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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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법인이 행한 이 법상의 범죄가 법인의 이사(director), 관리자 등의 동

의, 부주의, 방조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의 그 사람 및 법인의 책임(양벌죄)

2. 판례법(Common Law)상 기업과실치사죄의 요건

- 과실치사죄의 요건으로 ‘지휘하는 정신’(directing mind)을 나타내는 특정의 일개인을 

경영진이나 관리자 중에서 확인해야 하는 판례법상의 ‘확인’(identification) 원리 때문에 

큰 조직이 처벌되기가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크고 복잡한 조직일수록 개인적으로 책임

질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 그 결과로 판례법상 기업과실치사죄로 유죄 인정된 

경우는 지금까지 소규모 영세기업(조직) 밖에 없었음.

-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적용

- 면책특권에 따라 정부조직(Crown Bodies)은 형사범죄로 소추될 수 없었음. 정부조직은 

소추의 목적의, 분리된 법적 실체가 아니었음.

3. 제정을 촉진하게 된 사건들

(1)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1987)

⇐ 여객선 앞의 문이 열린 채 향해중이던 여객선이 벨기에 근처 해안에서 침몰하여 승객 

150명 선원 38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1987.3.6. P&O European Ferries).

⇐ 법원이 판례법상의 기업과실치사죄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위의 ‘확인’원리 이유로)

⇐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안됨.

(2) Southall Rail Disaster(1997)

⇐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철도가 적색신호등을 무시하고 운행되어 빈화물차량

과 충돌하면서 7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당함(199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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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판례법상의 기업과실치사죄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위의 ‘확인’원리 이유로)

⇐ 회사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150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음

(피해자 가족들은 회사의 총매출 3억파운드와 비교해 적은 액수라고 비판.)

(3) Hatfield train crash(2001년 1월)

⇐ 이미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열차선로의 문제로 열차가 탈선하여 4명이 죽고 70

여명이 부상당함.

⇐ ①기업에 대한 판례법상 과실치사죄, ② 임원의 판례법상 과실치사죄와 ③ 임원의 산

업안전보건법령 위반죄로 기소

 ①과 ②의 기소는 기각됨.

⇐ 관계된 두 회사는 ③ 산업안전보건법률 위반으로 각각 350만 파운드, 750만 파운드의 

벌금형 받음

II.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내용

1. 기존법과의 관계

 - 판례법상 기업과실치사죄의 폐지(제20조).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와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동시 유죄인정 가능(제19조)

2. 개인이 아닌(제18조) 기업(혹은 조직)의 형사책임

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상위경영진에 의해 조직의 활동이 관리되는 방

식에 초점을 맞춘다(제1조 제3항).

3. 사망의 경우에만 적용

4. 주의의무

  판례법상의 과실불법행위법리에 의해 부여되는 주의의무만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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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배려의무의 중대한 위반: 조직의 행위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

을 훨씬 밑돌 때(제1조 제4항)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배심원이 한다(s.8(1)(b).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배심원이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한

다. 먼저 배심원은 문제되는 조직이 위반의 혐의와 관련한 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지 안했

다는 것이 입증되는지를 그리고 입증된다면 그 미준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와 그것이 

사망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시켰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s. 8(2)). 다음으로 배심원은 앞의 

미준수를 장려하거나 그것에 대한 관용을 만드는, 조직내의 태도, 정책, 제도 혹은 수용된 

관행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정도를 고려하고, 위반의 혐의와 관련한 안전보건지침에 대

해 고려하여야 한다(s.8(3)).

5. 벌금한도 제한 없음(제1조 제6항)

1)  벌금범위: 500,000~수백만파운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사고는 100,000~수

십만 파운드)

 

2) 벌금형에 더해 사업주 공개 명령, 구제명령 가능.

 

3) 벌금액수 및 고려요소 

(1) 심각성의 정도와 조직의 상황의 차이에 따라 벌금액수는 달라지지만, 벌금액수는 

징벌적이어야 하고, 회사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해야(guidance by the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44))(아래 첫 번째 사건에서는 연간매출액의 116%)

44)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Corporate Manslaughter & Health and Safety Offences 

Causing Dea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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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 고려요소45))

① 양형을 위한 심각성을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

(a) 사고가 어느 정도로 예견가능했는지?(예견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범죄는 중대해진다.) 

(b) 피고인은 적용가능한 기준에 어느 정도로 미달했는가?

(c) 그 조직에서 이런 종류의 위반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미준수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가? 그 위반은 일회적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운영 전반에 걸쳐 좋은 관행과는 

거리가 먼 제도적인 결함이었는지?)

(d) 그 위반은 조직의 어느 단계까지 가는가?(위반에 책임이 높은 단계에 있을수록 그 위

반은 더 심각해진다.)

② 그 위반의 더 심각하게 만드는 고려요소들(예시)

(a) 사망자가 1사람이상이거나 사망자 이외에 심각한 부상자가 있는 경우

(b) 감독관이나 근로자(특히 산업안전대표자), 혹은 다른 사람이든 간에 경고나 조언에 주

의를 하지 않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간신히 피했을 정도로 대응

을 적절하게 못한 경우

(c) 안전문제의 비용 삭감

(d) 적어도 허가의 과정에 산업안전 책임을 가진 독립적 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의 통제, 

평가 혹은 관찰이 있는 경우 관련 허가를 고의적으로 얻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것.

(e)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상(여기에서 취약한 사람은 개인적 환경이 착취 혹은 혹사당

하기 쉬운 사람들을 포함한다.)

③ 감경사유(예시)

(a) 즉각적인 책임의 인정

(b) 항상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협조

(c)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

(d) 좋은 산업안전기록

(e) 전문가 조언,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나 다른 사람들과의 협의

45)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Corporate Manslaughter & Health and Safety Offences Causing 

Dea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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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주체 조직 조직과 개인 모두

관련의무 판례법상 과실불법행위법리하의 주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④ 재정적 정보; 크기와 조직의 성격

사업의 크기와 재정상황은 벌금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위반이 있었던 해를 포함하여 3년

간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다. 그러나 벌금과 매출액 혹은 이익 사이

에 고정된 상호관계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매출액과 이익 혹은 자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정적 상황은 벌금액수를 늘리거나 줄인다. 벌금은 피고인에게 고통스런 형벌을 

주는 것으로 의도되었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지불능력을 갖도록 여러 해에 걸쳐 납부하

도록 할 수 있다.

벌금의 재정적 결과를 평가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요소

(a) 무고한 사람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관련되는지

(b) 주식소유자에 대한 영향은 관련이 없다. 투자한 사람은 경영이 재정적 손실을 낳을 

것이라는 위험을 갖는다.

(c) 이사(directors)에 대한 영향은 관련이 없다.

(d) 적어도 그 피고인이 공고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면, 피고인에 (고객에게) 청구

하는 가격이 결과적으로 상승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보통은 관련이 없다.

(e) 공중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의 영향은 관련이 있다.

(f) 민사상의 보상에 대한 책임은 보통 관련이 없다.

(g) 시정명령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관련이 없다.

(h) 벌금이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관련이 있다(악성 

사건에서는 이것은 수용가능한 결과가 될 수 있다.)

6. 경찰이 사건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HSE가 기소담당.

<표1> 양법의 범죄구성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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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안전배려의무

의무위반정도
중과실(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훨

씬 하회할 때)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정

도’를 하회할 때

처벌 벌금(무제한)
징역(최대2년)46) 및 벌금(무

제한)

입증책임

검찰(입증책임전환 없음)

HSE: 불안전, 안전위협

피고인: ‘합리적으로 실행가

능하지 않았다’는 점

(입증책임의 부분적 전환)

사망이 중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으로 발

생하였다는 것을 입증

(기업이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

식)

특정 상해나 결과가 위반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

증할 필요 없음

III.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문제점

1. 경영진 등 개인에 대한 처벌 배제

- 책임있는 기업간부들은 판례법상 중과실 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대

한 이 중과실치사죄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 그 요건은 먼저 ① 그 개인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배려의무(a duty of care)를 가져야 

하고, ② 그 배려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③ 이 의무위반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 “회사가 배려의무를 갖는다는 사실이 그 회사의 어떤 이사가 이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사에게 개인적 배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상

황에서만 가능하고, 큰 회사의 이사의 경우는 특히 드물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이 행동

했어야 할 적극적인 법적 의무가 없으면, 개인의 부작위(omission or failure to act)는 

형사적 책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이 규칙은 이사들에 대한 협의는 대부분 부작위와 

46) The Health and Safety (Offences) Act 2008에 의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수정되어 징역

형의 기간과 적용죄가 확대되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양벌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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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고 이사들은 회사의 안전과 관련하여 행동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심각하다. 이와 같은 규칙 때문에 2006년 기준으로 그때까지 오직 9명의 이

사 혹은 소유주들이 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47)

- 2000년 노동당 정부의 행정자치부가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문서를 발표했을 때는 기업

의 이사 등이 법인의 과실치사범죄에 기여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

을 제시하였으나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로 개인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2007년 과실치

사법안은 제출되었다.48)

- 의회의 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the 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and Work 

and Pension Committees)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책임을 배제하는 정부입장을 비판하면

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49) 기업의 중대한 관리실패가 사망을 초래할 때,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라 가능한 것보다 더 중요한 범죄에 책임(liable for a more serious 

offence)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이러한 중요한 관리실패에 대한 2차적 

당사자인 개인을 더 중요한 범죄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고

서는 2007년 과실치사법안에 기업과실치사에 대한 2차적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

고하였다.

-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는 2007년 과실치사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일 때 개인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 ‘상위경영진에 의해 조직의 활동이 관리되는 방식’의 해석

- 2007년 기업살인법은 ‘상위 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해 조직의 활동이 관리되

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개인의 사망을 야기하고, 사망한 자에 대한 그 조직의 배려의

47)S. Tombs and D. Whyte,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towards accountability for 

workplace deaths?”, Policy and Practice in Health and Safety, 2003,  p. 19

48) J. Gober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Thirteen 

years in the making but was it worth the wait?”, Modern Law Review, Vol. 71, No. 3, 

421-422.

49)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Bill 2006: Part 2”, Health & 

Safety at Work, Vol. 13. No.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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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때, 기업살인법 위반의 범죄가 된다고 규정한다

(s.1(1))

-  2007년 기업살인법은  ‘상위 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해 조직의 활동이 관리

되거나 조직되는 방식’50)이 배려의무 위반의 상당한 요소일 때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s. 1(3)). 

- 이전 판례법상의 확인원리에서 나타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

를 들어 큰 회사의 경우 경영진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위경

영진의 기여를 각각 따로 보아 ‘상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보아

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하위직급의 직원에게 완

전히 맡겨두고 있는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51)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에서 이러한 해석상의 쟁점이 분명히 해

결되고 있지 않다. 

 한편 영국 법무부(the Ministry of Justice)는 산업안전보건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상위경

영진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영

국법무부는 산업안전보건문제의 부적절한 위임을 통해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

건을 적절하게 상위경영진이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과실치사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본

다.52)

IV. 적용사례(총4건)

1. R. v. Eaton and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첫번째 기소)

50) 이러한 심사는 어느 정도는 일군의 개인들의 상대적 기여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회

사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좀 더 전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

가하고, 판례법상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개인들의 행위가 총합되어 회사에 의한 중대과

실이 될 수 있다는 총합원리의 제한된 버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D. Ormerod,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Criminal Law Review, 2008, 

pp. 592-593; S. Griffin, “Corporate Manslaughter: A Radical Reform?”, Th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71, pp. 157-159 참조; J. Gober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Thirteen years in the making but was it worth the wait?”, 

Modern Law Review, Vol. 71, No. 3, pp. 427-428.

51) Ibid., p. 428-429.

52) the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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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해자가 붕괴되어 시험광구에서 샘플을 채취하다가 지질학자인 근로자가 사

망한 사건.

2) 불필요하게 위험하게 깊게 파여진 시범광구에서 안전한 노동체계를 갖추지 못해 이 산

업에서의 지침 위반.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감독되지 못함.

3) 2011년 2월 유죄 판결받음(2011.2.17): 385,000파운드 벌금형(연매출액 250%)

이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것은 “불행하지만 피할 수 없고 필연적이다.”53)

4) 사장은 중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양벌죄)로 기소되었음

5) 회사는 또한 제3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소.

2. R v JMW Farms Ltd(두 번째 기소)

1) 사건내용: 북아일랜드 돼지사육농장에서 일하든 근로자가 forklift위에서 떨어진 금속휴지통

에 맞아 사망.

2) 187,500파운드 벌금형(연매출액 1백만파운드)

3. R v Lion Steel Equipment(세 번째 기소)

1) 사건내용: 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간 근로자가 섬유유리

의 천정창으로 떨어져 사망.

2) 검찰(CPS)는 회사에 대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과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2

조와 제33조), 2005년 사업장 고공안전규정(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로 각

각 기소했고, 기업의 이사들(directors) 3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양벌죄규정)와 판

례법상의 중과실치사죄로 각각 기소함.

2) 재판도중 배심원심리전의 판사결정(‘half-time’ submission of no case to answer)을 

통해, 이사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고, 다른 1명은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상

태이었다. 

53) Lord Judge in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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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판결 이후 피고인과 검찰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회사는 기업과실치

사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기소는 취하되었다.

4) 판사는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600,000 파운드 벌금을 20% 감액하여 480,000 

파운드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한 회사가 142명을 고용하고 있는 점에 주의했고, 

동료의 죽음의 결과로 직장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벌금액은 

회사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20129월 30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분할하도록 

되었다.

5)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회사에 대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 사건(제2조와 제33조)은 계류중.

4. R v PS &JE Ward (네번째 기소)

1) 사건내용: 끌고 있던 수압트레일러가 위쪽의 전선을 건드려 발생한 전기감전으로 원예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

2) 현재 재판 중(2012년 11월 23일 첫 공판)

3)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 위반)

으로 동시에 기소됨.

V. 2007년 과실치사법의 한국적 함의

1. 입법 필요성

(1) 질문제기배경

- 이미 사용자가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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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벌금도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음(the Hatfield Rail 

disaster 이후 판례법상 기업과실치사죄로서는 유죄가 안 되었지만, 관련된 두 회사, 

Balfour Beatty와 Network Rail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1000만 파운드, 340

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요건으로 중과실을 요구하는 반면에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게 높은 정도의 사용자 과실을 요구하지 않음

(2) 답변

- 기업과실치사죄는 언론과 공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쉽게 인식함.

-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좁게는 희생자 넓게는 공중에게 정서적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54)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진정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으로 기업

들이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련법의 위반은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조항이 있으나 이것은 형

사상의 범죄라기 보다는 규제적 국가가 과잉으로 설정한 보호규정의 기술적인 위반으로 

간주된다. 2008년 법개정이 있기 전까지 중요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없었던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현재는 최고 징역 2년까지 가

능).

 - 기업과실치사범상의 유죄인정은 막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 막대한 악영

향을 줄 수 있다.(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유죄인정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순히 

규제적 입법으로 여겨지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유죄인정보다 더 큰 낙인을 

회사에 줄 것이라는 점이다.55))

- 사업장에서의 사망을 야기하는 것은 ‘규제적’ 위반(regulatory offence)이 아니라 ‘진정

한’ 범죄이다.

- “법안이 현재의 산업안전법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54) S. Griffin, “Corporate Manslaughter: A Radical Reform”, 71 J. Crim. L. 151, 164-165

55) B. Barrett, “Liability for Safety Offences: Is the Law Still Fatally Flawed”, Industrial Law 
Journal Vol. 37, No.1, 2007,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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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보건책임 준수의 비참한 실패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에게는 이 법안이 결코 의

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책임이 따르는 행위가 특히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적절하게 

명명되는(labelled) 것은 중요하다.”56) 

2. 입법내용의 비교

1)'직접 고용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한 법의 적용

(1) 영국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자(employee), 자영업자 등 영

향받는 사람, 그리고 일반공중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 특히 제3조는 사용자가 고용상태에 있지 않지만 자신의 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용역 혹

은 도급근로자 등의 산업안전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으로 보인다.

-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관련 주의의무를 지는 

모든 사람(근로자, 자영업자,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함(제1조 제1항)

- 그 관련 주의의무는 근로자 혹은 그 조직을 위하여 일하거나 용역(services)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과실불법행위법리상의 의무(제2조 제1항)’를 말하기 때

문에 용역이나 도급근로자인지 혹은 자영업자인지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사

용자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갖고 있고 이 주의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정도에 일반근로자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조항을 두

56) 당시 법안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차관인 Gerry Sutcliffe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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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2) 한국

사내도급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9조 

제1항). 그러나 해당되는 사업이 제한적이다(도금작업 중금속 이용작업 등). 그리고 제29

조 위반의 경우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 위반(제23조 혹은 제24조 위반)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반해, 제29조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그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고 있다. 

2) 형사책임의 주체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양벌규정의 차이

영국에서는 조직이 처벌의 주된 대상이 되고, 2차적으로 ‘개인의 동의나 방조, 개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해 추가로 형벌을 부과한다.

한국에서는 행위자인 개인이 주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여 2차적으로 형벌(벌금형)을 부과한다(제71조).

②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망사고

한국에서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66조의2). 이 조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을 통해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해 대한 이 조항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

명한다.57) 그러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망사고 조항은 일반공중은 물론 하청이나 도

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58)

57)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전형배(2012)에서 재인용.

58)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제66조의2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해석론-”, 노동법논총 

제25집,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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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사망사고를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지만, 한국과 달리 벌금액수의 제한이 

없어 사업주인 회사 등에 대해 벌금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사

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회사에 대해 몇 백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공중이나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반면에 징역형은 2008년 법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법위반에 대해 불가능

했고, 2008년 법개정 이후 주요 법조항에 대해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에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주로 벌금형 위주로 규율된다고 

볼 수 있다.

(2)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한국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59)를 적용하고, 법인사업주

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법인사업

주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 않는다.60) 앞서 본바와 같이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을 포함한 조직만을 그 처벌대상으로 한다.

3. 시사점

첫째로 한국의 산안사고 관련 처벌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산안위반에 대한 기업의 처벌

로서 벌금액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둘째로 원청업체 사업주와 같이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의 근로자나 업주의 산안사고에 대하여 원청업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

해본다. 우선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과실치사죄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보다 

벌금액수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후자가 낮거나 약해서 전자가 제정된 것은 아니

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벌금액수가 이를 증명한다. 설령 1974년 산

업안전보건법의 벌금액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가 아

니라 sentencing guideline이 설정한 양형기준과 한도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라

면 이를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사망사고에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벌

금액수가 낮은 것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는다.

59)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

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 전형배, 앞의 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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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한국과 같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원청업체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원청업체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와 관련해서도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자체가 한국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재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

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진정한 범죄로 인

식될 수 있는 판례법상의 기업과실치사죄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사실상 이 죄의 위반으로

는 처벌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판례법상의 기업과실치사죄를 폐지하고, 그 요

건을 완화하여 제정법상의 기업과실치사죄를 신설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기업을 직접적인 형사책임

의 주체로 본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모두 그렇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를 들어 제23조에서 사업주를 이 조항의 의무이행의 주체로 보고 있

어, 영국과 마찬가지로 해석상으로는 법인인 사업주가 형사책임의 주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사업주는 예를 들어 제23조의 위반으로 처벌받

지 않는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학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61) 다만 법인인 사업주는 제71

조에 의해 양벌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

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인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행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만을 부과할 

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에 대한 벌금액수가 영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의 행위자 위주의 처벌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3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고벌금액인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은 개인인 

실제 행위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

61) 이주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고려법학, 2008; 우희숙, “양벌

규정과 수범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해석론-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0집, 

2012; 우희숙,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홍익

법학 제14권 제1호, 2013;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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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양벌규정에 의해서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기 때문에 1억원을 한도로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기업 자체를 의무이행의 주체이나 형벌의 주된 

대상으로 보는 방식일 것이다. 영국에서 의무위반에 대해 기업에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 자체를 의무이행의 주체 혹은 형벌의 주된 대상으로 보는 것의 

결과로서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시사하는 바는 사업주들의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국의 산안법과 관련형법규정은 이러한 방향에서 재정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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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1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 자동차·철강·조선 대기업 하청 노동안전 실태 분석을 통해 본 하청노동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오민규

<설문 방식>

이번 하청 노동안전 실태조사는 자동차·철강·조선의 대기업 소속 하청업체를 기본 단위

로 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방식은 면접이 아니라 설문 방식이었으며, 각 기업에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의 조합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업체별로 중복되

지 않도록 하였기에, 수거된 설문지의 숫자가 조사된 하청업체 수와 동일하다.

각 비정규직 노조의 노동안전 담당자들에게 설문의 취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했으

며,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해당 설문에 대

한 ‘정답’이 무엇이냐를 구하기보다,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실태’를 날것 

그대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문항에서는 원하는 답변 문항을 찾지 못

하거나 잘 몰라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안전보호장비를 실제로는 원청 사업주가 지급하더라도 하청노동자는 장비의 

지급 주체를 하청업체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청노동자가 느끼고 

있는 바대로 적시하도록 했다는 뜻이다. 다만, 최종 보고서 작성과 결과 분석을 위해 실

제 이뤄지고 있는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각 비정규직 노조의 노동안전 담당자들에게 별

도로 문의하여 분석 내용에 반영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A자동차의 2개 공장, 철강업종의 경우 B제철의 1개 공장, 조선업종

의 경우 각각 C, D, E 조선소의 공장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했다. 자동차업종에서 25개 

업체, 철강업종은 10개 업체, 조선업종은 12개 업체로 총 47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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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재료로 삼았다. (실제 수거된 설문지 개수는 이보다 10여개 더 많지만, 설문문항 대

비 응답 문항이 절반 이하인 설문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안전교육 실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형태
전체 응답자
(46개 업체)

자동차
(25개 
업체)

철강
(9개 업체)

조선
(12개 
업체)

㉮ 원청노동자 안전교육 때 하청 소속도 
원청 노동자와 같이 실시한다.

24 (52.2%) 17 0 7

㉯ 원청노동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하지만, 하청은 실시하지 않는다.

2 (4.3%) 1 1 0

㉰ 하청은 별도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4 (30.4%) 7 4 3

㉱ 원청 노동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하청은 한두차례 별도로 실시한다.

6 (13.0%) 0 4 2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은 위 표와 같다. 우선 전체 48개 업체 중 ㉮ 항

목과 ㉰ 항목을 선택한 업체가 38개로 80%를 넘었다. 두 항목 모두 ‘정기적인 안전교육’

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제조업 대기업 소속 하청업체들의 경우 여하한 

방식으로든 법에 정한 안전교육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업종별로 나눠서 보면 응답 형태가 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동차와 조

선업종의 경우 ㉮ 항목이 많은 반면, 철강 업종의 경우 ㉮라고 답변한 업체는 단 한 개도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 항목이 다수를 차지한다. 게다가 안전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정

기적이지 않다는 의미의 ㉱ 답변도 철강 업종에 몰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 원청노동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같은 시간에 하청업체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철강업종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안전교육 시

간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그 특성상 생산라인을 

멈춘 상태에서 원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 역시 원청의 

안전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법에 정해진 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하기 마련이다. 자동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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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 항목이라 답변한 경우 역시 ‘별도로’에 의미를 좀 더 두는 것일 뿐, 실제로는 원

청과 하청의 안전교육 시간이 동일하기에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

다.

따라서 비록 그 내용이 실제 도움이 되느냐 그저 형식에 그치느냐와 관계없이, 자동차

업종과 조선업종은 원청의 안전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하청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강업종은 원청 안전교육 시간과 하청 안전교육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청의 안전교육은 정기성을 갖고 있는 반면 하청의 안전교육은 정기성조차 제대

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전교육은 누가 진행하는가
전체 응답자
(31개 업체)

자동차
(17개 업체)

철강
(8개 업체)

조선
(6개 업체)

㉮ 원청 소속 안전관리 담당 직원 8 (25.8%) 3 0 5

㉯ 하청 소속 안전관리 담당 직원 23 (74.2%) 14 8 1

안전교육을 누가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 31명의 노동자가 응답을 했는데, 하

청 소속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한다는 답변이 3/4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문항 역시 업종

별로 나눠보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자동차와 철강 업종의 경우 대부분 하청 담당 

직원이 한다고 답변한 반면 조선업종에서는 원청 소속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진행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의 경우, 자동차업종에 비해 철강과 

조선업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렇기에 안전교육과 노동안전 관리·점검에 있어서도 철강과 

조선업종이 좀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 설문 응답이 말해주는 것은, 

조선업종의 경우 안전교육 문제에 있어서 원청 사업주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안전교육 분야에서 

하청업체의 독립성이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철강업

종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안전교육에서 원청이 신경쓰는 부분조차 현저히 떨어진다.

응답지에 나온 ㉮와 ㉯ 항목을 선택함과 별도로 “외부 기관이 들어와 실시한다”고 적시

한 응답도 꽤 있었는데, 주로 자동차업종에 집중되었다.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이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있음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조선과 철강업종에 비해 자동차업종

에서 이런 응답이 많다는 점은, 안전교육의 실질성과 관련한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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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의 실질성
전체 응답자
(44개 업체)

자동차
(22개 업체)

철강
(10개 업체)

조선
(12개 업체)

㉮ 교육 대장에 참가확인만 하고, 안전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11 5 4 2

㉯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형
식적이어서 도움이 안된다.

37 19 8 10

㉰ 안전교육이 작업 안전에 도움이 된
다.

9 5 1 3

이번에는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 실질성, 즉 노동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가를 물어보았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기에 각 항목별 응답자 수가 전체 업체 

수를 상회한다. 이 질문의 경우 업종별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대부분이 안전교육이 

실제 실시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이어서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

다. 안전교육이 작업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보다, 교육 대장에 서명만 하고 실제 교

육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물론 이런 현상은 비단 하청노동에게만 국한된다기보다, 안전교육을 그저 법에 있으니 

한다는 식으로 전반적인 기업체들의 인식이 흐르고 있어서, 원청 노동자들 역시 이와 유

사한 생각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노동안전에서 안전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고

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

다.

<안전 점검>

원·하청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가

전체 응답자

(45개 업체)

자동차

(23개 업체)

철강

(10개 업체)

조선

(12개 업체)

㉮ 그렇다 18 (40.0%) 9 2 7

㉯ 그렇지 않다 27 (60.0%) 14 8 5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다. 47

개 업체 중 45개 업체 노동자가 응답을 했고, 그 중 40%에 달하는 18명의 노동자들이 

“원·하청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전교육 항목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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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선업종에서 하청업체와 함께 원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철

강업종에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안전점검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동차업종에서 의외로 원·하

청이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사실 자동차업종만이 아니라 전

체 설문대상의 40%가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외의 결과이다.

그래서 각 비정규직 노조의 노동안전 담당자들에 문의한 결과, 업종별로 조금씩 편차가 

드러나기는 한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통상적으로 불량·이종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원청 

담당자가 하청 관리자를 대동하고 나타난다”거나 “사고가 날 경우에 한해 원·하청 관리자

가 공동으로 점검하기도 한다”는 답이 나왔다. 철강업종의 경우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분기나 반기별로 한번쯤 본 것 같다”는 답변이었다.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노동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사업부·부서별로 원청 노조의 노동안전 담당 간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간부가 노동안전 문제에 상당히 충실하려 노력할수록,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점검 관련 원청의 직접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히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여부만을 살폈다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는 여러 변수와 조건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의 관계, 각 업종의 특징, 합동 

안전점검이 벌어질 경우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 합동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벌어지

는지 여부, 정기적이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 벌어지는지 등의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

다.

합동점검이 벌어진다고 답변한 18개의 설문지 중에서, 점검에 하청 노동자가 직접 참여

한다는 답변도 8개나 되었으며 역시 조선업종에서 4개로 다수였다. 또한 합동점검이 노동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 역시 10개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업종이 7개로 다수였

다.

<보호구 지급>

보호구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7명 모두 응답했으며, 91.5%에 

해당하는 43명이 “원·하청 노동자 모두 보호구가 지급된다”고 답했다. 제조업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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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부분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보호구가 어떻게 지급되는가
전체 응답자
(43개 업체)

자동차
(21개 업체)

철강
(10개 업체)

조선
(12개 업체)

㉮ 원·하청 노동자 모두 동일한 
보호구가 지급된다.

22 10 1 11

㉯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지급되는 보호구 개수가 다르다.

18 8 8 2

㉰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지급되는 보호구 품질이 다르다.

18 11 7 0

그런데 안전보호구가 어떻게 지급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업종별로 상당한 편

차를 보여주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항목이었기에 좀 더 면밀한 면접조사를 통해 보강

되어야 하겠지만, 업종을 무시하고 전체로 보았을 경우에는 원·하청 크게 차별없이 동일한 

보호구를 지급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량, 보호구 개수나 품질이 원·하청 사이에 차별이 있

다는 답변 역시 절반 가량으로 나타난다.

자동차업종의 응답 역시 전체 분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철강업종과 조선업종은 매우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조선업종은 대부분 원·하청 차별없이 안전보호구가 지급된다고 

답변한 반면, 철강업종의 경우 차별이 없다고 답변한 설문지는 단 1장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호구의 개수와 품질에서 차별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선 설문 분석과 연관지어 

해석해보면, 철강업종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이 자동차·조선업종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안전·보건 관리자의 유무>

안전·보건 관리자가 있는가 전체 응답자 자동차 철강 조선

㉮ 원청에만 안전관리자가 있다. 27 19 4 4

㉯ 원·하청 모두 안전관리자가 있다. 17 5 4 8

㉰ 원·하청 모두 안전관리자가 없다. 3 1 2 0

㉮ 원청에만 보건관리자가 있다 31 17 5 9

㉯ 원·하청 모두 보건관리자가 있다. 5 0 3 2

㉰ 원·하청 모두 보건관리자가 없다 5 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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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어떻게 선임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경우 상당수가, 보건관리자의 경우 대부분이 원청에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있다

고 답변했다. 업종으로 보자면 자동차업종과 철강에서는 압도적으로 원청에만 안전·보건관

리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조선업종의 경우 안전관리자에 한해 원·하청 모두 선

임되어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47개 업체 모두 응답이 있는 반면, 보건관리

자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41개 업체 노동자들만 답변을 했다. 응답하지 않은 6개 업체 중 

5개가 자동차업종이었다. 이러한 답변 유무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전반적으로 하청노동자

들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안전관리자가 곧 보건

관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조선업종의 경우 하청노동

자들이 이에 대한 구분능력과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산재 사고 발생과 처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산재사고의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19명이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1~2회 가량 겪었다고 답변했다. 본래 질문

의 취지는 해당 업체에서 산재 사고가 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는데, 응답자

들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질문을 해석했다. 이 지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를 당했을 때 처리 방식
전체 응답자
(34개 업체)

자동차
(18개 업체)

철강
(7개 업체)

조선
(9개 업체)

㉮ 산재를 보고하고, 산재보상으로 
처리한다.

9 (26.5%) 7 0 2

㉯ 산재를 보고하지만, 공상으로 처
리한다.

13 (38.2%) 8 1 4

㉰ 산재를 보고하지만, 자기 비용으
로 처리한다.

3 (8.8%) 1 1 1

㉱ 산재를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비
용으로 처리한다.

9 (26.5%) 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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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체 내의 경험으로 대부분 해석했다. 산재를 당했을 

때 처리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산재라고 보고하지만 공상 처리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

았고, 산재 처리를 한다는 답변과 아예 자비로 치료한다는 답변 비율이 동일했다. 이런 

추세는 자동차업종과 조선업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철강업종의 경우 자비로 치료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산재보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전체 응답자
(31개 업체)

자동차
(25개 업체)

철강
(9개 업체)

조선
(12개 업체)

㉮ 하청 사업주의 공상처리 요구 23 12 5 6

㉯ 원청 사업주의 공상 처리 요구 1 1 1 0

㉰ 해고 등 불이익의 위험으로 본
인이 알아서 자기비용으로 치료

7 3 0 3

산재보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상하는 것처럼 “하청 사업주

의 공상처리 요구”와 “해고 등 불이익 위험으로 본인이 알아서 자기비용으로 치료”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

이 7명,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질문의 경우 원청에 설치되어 

있는지, 하청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어서 정확한 답변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형태
전체 응답자
(30개 업체)

자동차
(17개 업체)

철강
(5개 업체)

조선
(8개 업체)

㉮ 원청과 하청이 각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가 있다

2 0 1 1

㉯ 원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고, 
하청은 별도의 위원회가 없다

13 9 0 4

㉰ 모른다 15 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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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조치 형태

전체 응답자
(40개 업체)

자동차
(24개 
업체)

철강
(10개 
업체)

조선
(6개 업체)

㉮ 원청 관리자가 위험작업에 대한 별
도의 사전 조치나 정보제공을 한다.

5 (12.5%) 3 1 1

㉯ 하청 관리자가 위험작업에 대한 별
도의 사전 조치나 정보 제공을 한다.

8 (20.0%) 0 4 4

원·하청 모두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은 단 2개 뿐이었으며, 철

강과 조선에서 각각 1개씩 나왔다. 원청에는 있지만 하청에는 없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특히 자동차업종과 조선업종이 그러했다. 철강업종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조차 긍정적 답

변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모른

다’였다. 그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

상 하청업체에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요구와 의견 전달 통로

전체 응답자
(36개 업체)

자동차
(23개 업체)

철강
(7개 업체)

조선
(6개 업체)

㉮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 12 3 5 4

㉯ 원청 노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11 11 0 0

㉰ 하청사업주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13 9 2 2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들의 답변이 골고루 분포되었으나, 업종별로는 역시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자동

차업종의 경우 “원청 노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반면, 조선업종

과 철강업종의 경우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답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원

청 노조의 조직력·투쟁력과 거의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해위험 작업>

본인이 하는 작업이 원청 노동자 작업에 비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8명의 응답자들 중 36명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위험의 외주화·양극화’라는 

말에 걸맞게, 하청노동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청 노동자에 비해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

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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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조치는 서면
으로만 제공된다.

3 (7.5%) 2 0 1

㉱ 누구에게도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조
치나 정보 제공이 없다.

24 (60.0%) 19 5 0

위험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0%에 달

하는 노동자들이 “(원·하청) 누구에게도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조치나 정보 제공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동차업종으로 가면 무려 80%의 노동자들이 이런 응답을 한 반면, 조선업종

에서는 한 명도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업종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유독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자동차·철강업종과 달리 조선업종의 경우 “하청 관리자가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의 사전 조치나 정보 제공을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앞선 설문 분석과 비교

해볼 때 기막힌 대조를 이룬다. 원청 사업주의 노동안전 관련 책임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희안하게도 위험작업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하청 관리자가 사

전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구체적인 면접조사를 통해, 

조선업종의 안전관리 점검과 실제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 책임과 가장 필요한 조치>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전체 응답자
(45개 업체)

자동차
(25개 업체)

철강
(10개 업체)

조선
(10개 업체)

㉮ 시설 및 공정, 작업 지시를 총괄
하는 원청에 있어야 한다.

41 (91.1%) 25 7 9

㉯ 고용을 하고 있는 하청에게 있어
야 한다.

0 0 0 0

㉰ 원청과 하청이 각각 구분하여 별
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8.9%) 0 3 1

하청 노동자의 산재 예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하청업

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았다. 압도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간헐적으로 원·하청이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책임을 져

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원청의 책임이 당연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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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했다.

원·하청이 각각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철강업종에서 나타났는

데, 이는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안전 보호구 지급까지 원·하청의 차별을 넘어 사회적 분

리로까지 보여질 정도인 철강업종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청 산재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전체 응답자
(44개 업체)

자동차
(24개 업체)

철강
(10개 업체)

조선
(6개 업체)

㉮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시설 설비 개
선 등 원청이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32 17 8 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이 모두 
참가하는 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17 7 7 3

㉰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해
야 한다

21 12 7 2

㉱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야 한다

30 16 9 5

마지막으로 하청 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를 묻는 질문인데, 이 역

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업종별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고른 의견분포를 보

여주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역시 원청이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에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꼽았다.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 역시 정부

와 국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큰 편차를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원·하청 모두 참가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이건 하청이건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관

리나 산재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청의 직접 책임 

역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을 통해 강제하거나, 혹

은 국회 입법이나 정부 정책을 통해 강제하는 수단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한계 및 향후 보완 방향 - 하청 노동안전 실태조사 분석

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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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모두 ‘제조업’ ‘대기업’ 내에 존재하는 하청노동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

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하청노동은 “생산 및 서비스의 외주화”라는 미명 아래 양산되고 있지만, 자본이 노리는 

더 본질적인 목표는 “노사관계의 외주화 및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일단 외주화에 성공

하고 나면, 노동조합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를 내세우면 원청 

사업주는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도록 한국의 법·제도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주화가 오히려 자본에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진행되는 경

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노사관계와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나면, 자본의 실질적인 목표인 장기적 이윤 창출을 위한 착취구조를 안착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청노동은 비단 제조업 생산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민

간서비스·사회서비스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발생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초창기에는 대기업이 외주화에 앞장섰다면, 이제 수십

명 규모의 중소기업체에서도 외주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 국한된 이번 조

사를 공공부문, 서비스부문, 건설부문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제한되지 않고 

중소규모 기업체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지역 대학의 청소·경비·시설관리·식당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노

조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문제를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다. 게다가 산업재해 하

면 흔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인지, 서비스 부문의 사업주들

은 특히 노동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에 매우 소홀한 편이다.

하지만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먼지가 자욱한 현장에서 분진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채 

원청의 지시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 청소를 하고 있다. 작업 특성상 물청소를 자주 하게 

되는데도,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지급받는 것은 거의 꿈에 가깝다. 아니 미끄럼 방지가 

되지 않는 작업화조차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소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구해온 문제 중 하나인 ‘휴게공간’ 문제만 해도 그

렇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대학 또는 건물주가 나서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제조업 사내하청 부문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원청 사업주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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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끈질기게 제기하고 싸워온 결과, 이제 건물 

설계단계부터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최근

에는 분진 등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문제가 더 넓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들 노동자들은 그 해결방법은 원청이 직접 책임지는 것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대기업’ 하청노동의 실태가 이러할진대, 중소규모 기업의 

하청노동 실태는 오죽하겠는가. 아래 <표>는 “금속노조 조선분과 2011년 임단협 비교자

료집”에 실린 <조선산업 사내하청 사용실태>이다. 생산현장의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이미 

200~50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명
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생산현장 비정규직 

사용비율(B/A)
종업원수 조합원수(생산직)(A) 업체수 인원수(B)

대우조선 13,000명 7,000명 107개 14,940명 213%

현대미포조선 3,645명 2,744명 69개 5,669명 206%

현대삼호중공

업
4,321명 2,507명 67개 6,400명 255%

한진중공업  1,850명 1,158명 70개 3,351명 289%

STX조선 2,000명 1,016명 70개 4,500명 443%

SLS조선 1,103명 867명 39개 2,133명 246%

삼성중공업 12,000명 6,300명 120개 17,000명 270%

현대중공업 25,111명 17,751명 148개 14,346명 81%

[금속노조 조선분과 2011년 임단협 비교자료집 현대중공업 현황 자료]

앞서 본 실태 분석을 참조하면, 그나마 조선업에서 원청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노동안전

에 대한 책임감을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그 이유가 무엇

인지 생생하게 드러난다. 조선업의 원청 사업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좀 더 책임감이 강하

고 노동자들에게 신경을 더 써서가 아니다. 이미 생산현장 대부분을 하청노동으로 채워넣

은 상태이기에, 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청노동에 대한 안전점검과 산재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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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을 내야할 상황인 것이다.

불법파견 문제로 이미 전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자동차업종 대기업 사내하청의 경우, 

아무리 많아도 생산현장 정규직 전체의 30% 규모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표에 등장하는 조선소 대부분이 ‘대기업’에 속하는 규모이

다. 그렇다면 중소규모 조선소들에서 하청노동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7개 중형 조선소 인력 현황을 보면 기능직에서 직영 대비 하

청노동의 비율은 1,100~1,400%에 달해, 대기업에서 보였던 200~500% 수준보다 훨씬 

극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소규모 조선소 하청노동의 노동안전 실태는, 앞서 

보았던 대형 조선소 하청노동의 그것보다 훨씬 끔찍하게 나타날 것임에 틀림없다.

2007~2011년 7개 중형 조선소 인력 현황

년도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직영) 기능직(하청) 계

2007 1,526 771 713 9,395 12,405

2008 1,853 1,209 1,011 12,393 16,466

2009 2,659 926 1,378 16,830 21,793

2010 2,643 915 1,192 16,276 21,026

2011 2,314 661 1,207 13,338 17,520

* 자료 : 조선공업협회, 2011년 조선자료집 /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한계”(2013년 1월)에서 재인용

* 7개 중형조선소는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PP조선, 세광중공업, 

오리엔트조선.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설문문항들의 문제점을 다듬고, 단순 설문조사만

이 아니라 면접조사를 보강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해가야 할 것

이다. ‘위험의 외주화’ 정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안전 전반의 문제

를 다루기 위해 원청 노동자의 노동안전 실태와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

다.

최근 하청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넓어지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원청 

노동자라고 하여 작업안전이 꽤 잘되어 있는 현실도 아니다. 우리는 하청노동이라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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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건강권 확보

를 위해 실시한 자동차산업 주간연속 2교대의 현실 속에서, 하청만이 아니라 원청 노동자

에 대한 안전교육이 하루 15분씩 8일간 분절화된 교육으로 형해화되고 있는 현실을 가만 

두고 볼 것인가.

아울러 적극적으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전파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최근 청

소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문제제기에 힘입어,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서 직접 노동안

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 양상이다. 이러한 모범 사례들이 산

업안전보건법 29조 개정을 비롯한, 하청노동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노동안전 책임을 지우

기 위한 수많은 법·제도 개선 노력에 훌륭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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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하청 노동안전 실태 설문지

1.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인원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사업장 명 : 

전체 직원 수 :

협력업체 개수 : 

원청 소속 노동자  숫자 :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숫자: 

2. 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안전교육을 실시합니까? 

가, 원청노동자 안전교육 때 하청 소속도 원청 노동자와 같이 실시하다.  (   　）

나, 원청 노동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 하지만, 하청은 실시하지 않는다 (     )

다, 하청은 별도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라, 원청 노동자는 정기적인으로 실시하고, 하청은 한 두차례 별도로 실시한다 (     ) 

2-2. 다항과 라항에 답변하신 노동자만 답합니다. 

- 안전교육은 누가 합니까?

가, 원청 소속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한다 (      )

나, 하청 소속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한다 (      )

- 안전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가, 교육 대장에 참가확인만 하고,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     )

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이어서 도움이 안된다 (     )

다, 안전교육이 작업 안전에 도움이 된다 (    )

3. 현장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원하청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까 (예      아니오         )

3-2.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답변합니다

가. 원하청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하청 노동자가 참여합니까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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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하청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하청 노동자 공정도 점검합니까 (예     아니오   )

다. 원하청 합동점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하청 합동점검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 (      )

- 하청 노동자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이다 (       )

3-3. 안전점검은 누가 실시합니까? 

가. 원청 안전관리자와 공정 책임자가 실시한다 (    )

나. 대행기관이 와서 실시한다 (     )

다.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      )

4. 보호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보호구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가. 원청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고, 하청 노동자에게는 지급 안 된다 (      )

나. 원 하청 노동자 모두 보호구가 지급 된다  (       )

다. 원 하청  모두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는다 (       )

4-2. 나에 답변하신 노동자만 답해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가. 원 하청 노동자 모두 동일한 보호구가 지급된다. (     )

나,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지급되는 보호구 개수가 다르다.  (   )

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지급되는 보호구 품질이 다르다 (  )

5.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5-1.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가. 원청에만 안전관리자가 있다 (    )

나.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관리자가 각각 선임되어 있다 (     )

다.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관리자가 없다 (      )

5-2.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가. 원청에만 보건관리자가 있다 (      )

나. 원청과 하청 모두 각각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 (    )

다. 원청과 하청 모두 보건관리자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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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사고 발생과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6-1. 현재의 사업장에서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산재를 당한 경험은 몇 번입니까?(    )

6-2.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 산재를 보고하고, 산재보상으로 처리한다. (      )

나. 산재를 보고하지만, 공상으로 처리한다 (      )

다. 산재를 보고하지만,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라, 산재를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

6-3. 산재보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하청 사업주의 공상처리 요구 (    )

나. 원청 사업주의 공상 처리 요구 (    )

다. 해고등 불이익의 위험으로 본인이 알아서 자기비용으로 치료 (     )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7-1. 현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7-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 원청과 하청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 (    )

나.원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고, 하청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다 (     )

다. 모른다 (      )

7-3.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동자 참여구조가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7-4.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요구와 의견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 (     )

나. 원청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     )

다. 하청 사업주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      )

8.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8-1. 본인이 하는 작업이 원청 노동자 작업에 비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8-2. 위험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습니까? 

가. 원청 관리자가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의 사전 조치나 정보제공을 한다 (    )

나. 하청 관리자가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의 사전 조치가 정보 제공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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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조치는 서면으로만 제공된다 (     )

라. 누구에게도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조치나 정보 제공이 없다 (     )

9.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시설 및 공정, 작업 지시를 총괄하는 원청에 있어야 한다 (     )

나. 고용을 하고 있는 하청에게 있어야 한다. (      )

다. 원청과 하청이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10. 하청 산재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가능)

가.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시설 설비 개선등 원청이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     )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이 모두 참가하는 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     )

다.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      )

라.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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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2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형 배

1. 왜 사망재해는 줄지 않는 것일까?

  산업재해의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는 전체 재해 건수나 재해율 등의 지표

가 아니고 재해사망이라고 봅니다. 매년 어느 정도의 근로자가 일하다 죽는가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산재상황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사망률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은폐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부상은 기업 내부의 공상 처리 혹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

보험처리 등으로 쉽게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고, 질병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

에 역시 통계에서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죽는 경우에는 ‘죽음’

이 주는 강력한 상징성과 심리적 영향력,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가족의 생계와 보상이라는 

문제가 연결되면서 은폐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재사망을 중요한 사건·사고의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산재현실은 산재사망을 

가지고 분석하며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재해가 잘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형 사망사고가 잇달아 일

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왜 사망재해 앞에 이토록 무력할까요?

2. 법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주지하다시피 사망재해의 상당부분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합니다. 그 유형도 추락, 

넘어짐, 끼임 등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 중 교통

사고사망에 대한 주의환기를 요구하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사망의 경우에는 운전

자간의 부주의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므로62) 사업주의 직접 책임을 논할 

62)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로를 조직화하는 배차 혹은 운송체계를 설계한 사업주가 직접 책

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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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주로 전자의 유형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우

리나라 법원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적지 않게 무죄판결을 선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법인 처벌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책임은 더욱 소극적입니다. 검사들은 무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애초 기소를 꺼려합

니다. 사망의 결과는 있는데 그 근로자를 고용한 법인과 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진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법인이 고용한 중간 관리자 즉, 다른 근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이 하도급처럼 단계적으로 분화되어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구조의 저 아

래 부분에 있는 수급업체 혹은 수급업체의 대표자, 그것도 아니면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만 하도급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업주를 기소하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정의와 법리의 이름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고전적인 형태의 죄형법정주

의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하도급·외주화로 대표되는 21세기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안전보

건을 규율하는 데에는 매우 무력합니다. 이제 사망사고의 법적 문제는 민법상 사용자 책

임이라는 금전배상의 문제로 대부분 전화되어 있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죽으면 돈으로 해

결하는 것이 현실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법인과 이사들은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을까요?

3. 특별법안은 그래서 이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2조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를 경영하는 경영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

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적지 않

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보니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

정할 여지가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안이 주로 겨냥한 것은 대형법인 사업

주의 이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사들이 

아니더라도 공장장, 사업총괄책임자, 지배인 등 그 범위는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

지만 걱정되는 것이 있으니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

경영담당자에게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설혹, 이 법안의 형태대로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망재해에 관하여 사업경영담당자의 직접적 과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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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의문스럽습니다. 회사는 이사가 경영합니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면 책임의 

흐름은 다시 중간 관리자, 공장장 정도의 고급 관리자 정도에서 단절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말로 하겠습니다.

4. 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정부도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법령뿐

만 아니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각종 공학적·이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어 늘 하는 말이지만 2가

지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하나, 발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계속적·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독립적인 노사공 산안 협의체(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업종별·지역

별 노동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구호만 그럴듯한 아젠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안 문제 하나로 독립적 협의체

까지 운운하는 것은 너무 오버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산재로 죽는 근

로자수를 생각하면 충분히 독립적 지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반영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또 하나, 산안문제·산재문제 이것은 돈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야 그 결과가 나옵

니다. 4대강 사업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과 집권정당은 맘만 먹으면 10~20조의 돈을 5

년 동안 쏟아 부을 수 있는 엄청난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안감독관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체계를 혁신하고 주기적 피드백을 하고, 포상과 징벌 체계를 강

화하는 각종 사업을 위해 4대강 사업에 쏟다 부은 돈의 10분의 1만 투입해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도 부족한 판에 산안재정 매년 1조 추가라면 비웃음

을 사기에 딱 맞는 주장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안·산재 문

제 정부가 돈 안 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63) 

63) 처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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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3

심상정 의원실 김가람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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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4.

중대재해 사고 시 원청사업주 책임과 처벌 강화 방안

한정애 의원실 보좌관 한 동 균

¦ 대부분의 중대 재해사고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서 발생, 유해․위험작업을 하청을 주는 

것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예방 의무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

과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산안법에서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많은 특례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하지만 중대 재해사고 발생 책임에 대한 원청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소의견과 달

리 검찰과 사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건을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가볍게 

처리(협의 없음이거나,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별첨 참조>

  예) 08.1.17 이천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부상 16명) - 원청 ㈜코리아2000 법인벌금 100

만원, 현장소장 징역 10월에 집유 2년  

         10.9.7. 환영철강 근로자 용광로에 빠져 사망(사망 1명) - 환영철강공업(주) 법인 벌

금 500만원, 대표 벌금 500만원

         11.7.2. 이마트 탄현점 기계실 냉매가스 교체도중 질식(사망 4명) - 트레인코리아

(주) 벌금 1,000만원, 본부장 벌금 1,000만원

¦ 또한 검찰 등 사법부는 산안법 적용보다 형법 상 과실 치상, 과실치사로 처벌 받는 경

우도 다수, 이는 기존 건설업 제조업 중심의 산안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산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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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장의 현실(예를 들면 서비스업의 확대, 임대, 도급 용역 사업의 확대 등)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됨.

¦ 이는 산안법 법 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하위 법 체계에서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기 때

문. 거꾸로 얘기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암격한 법집행만 이뤄

진다고해도 지금과는 다른 효과를 기대.

¦ 예를 들면 산안법 3조 적용범위에서 단서조항으로 시행령을 통해 산안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축소 혹은 폐지. 

¦ 산안법 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와 관련한 확대 관리노력. 동법 시행령 26조 도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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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생략>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

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지 및 도급 사업의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한참이나 

지났다고 본다. 특히 시행령 1항 4호에서 도급 작업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번도 

열리지 않음.

¦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기존 산안법 체계에서 보다 강력한 법적 개정 작업을 통해 

산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원청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자는 최명선 국장

의 안과 산안법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산업안전보건법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가칭)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

¦ 두 안이 제기하는 법 개정, 제정 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실 원칙적으로 동의, 다만 각

론으로 들어가서는 한국 사회에서 산안법의 법적 적용 현실과 고용노동부 행정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봄. 

¦ 본 의원실은 강문대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법 제정 방식은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

의 속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당장은 최명선 국장이 제시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

¦ 현재 발의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제18조, 제29조, 제66조의2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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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조,29조에서 도급 작업의 사업장 범위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이라는 규정을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도급사업 시의 원청사업주의 의무조치에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 교육, 제23조, 

제24조 안전·보건조치 시행에 대한 직접 명시, 제66조의2 등 벌칙 조항에서 제29조의 

각 항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발의 예정인 산안법 개정안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여러 개정 사항을 다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계속되는 전문가 간담회와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산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 또한 이번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재예방

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대폭 완화시키고 있는 사항에 주목. 산안법보다 법적으로 우

선되는 특별조치법의 산재에 관련한 특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중 유해작업 도급 인

가의 규제완화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의5를 삭제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발의 검토 중.

¦ 이와 아울러 원청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담 강화시켜 산재예방 유도

하는 방안도 검토. 현행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징수법)

제9조에서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조항을 통해 건설업에 한해 원청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징수를 규정. 

¦ 이를 제조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

험급여 실적을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해 이후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고시를 통해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에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 

¦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활동 등 행정적 조치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지적을 

통해서 제도개선 이전에라도 산재사고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빌려준 

대위권을 최선을 다해 행사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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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건명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의2 또는 제67조) 적용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적용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고용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약식명령
결과

피의자
(법인)
(개인)

최종판결
결과

피의자
최종판결

결과

‘08.1.7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망 40명, 부상 
16명)

제67조

제67조

제67조

신한이앤지
대표 고영철

(하청)
(주)유성엔지니어링(

하청)
(주)코리아2000

소장 정용환
(원청)

제67조

제67조

신한이앤지
대표 고영철

(하청)
(주)유성엔지니

어링(하청)

벌금 
100만원

혐의없음
(주)코리아2000

소장 정용환
(원청)

(주)코리아2000

벌금 100만원
징역10월
집유 2년

벌금 
2,000만원

(주)코리아2000
소장 정용환

(원청)

징역10월
집유 2년

벌금 100만원

‘09.2.15 
SK케미칼 
판교연구소 

제66조의2 (주)신화소일테크
대표 이규상

(하청)

(주)신화소일테
크

대표 이규상

재판중 주)신화소일테크
대표 고영철

(하청)

재판중

별첨 자료 

최근 주요 중대재해 사업주 처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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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건명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의2 또는 제67조) 적용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적용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고용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약식명령
결과

피의자
(법인)
(개인)

최종판결
결과

피의자
최종판결

결과

붕괴사고
(사망 3명, 부상 

13명)

제67조 에스케이건설(주)
소장 박춘영

(원청)

(하청)
에스케이건설(

주)
소장 박춘영

(원청)

재판중 에스케이건설(주)
소장 박춘영

(원청)

재판중

‘09.7.25. 의정부 
경전철 

가설철재구조물 
붕괴

(사망 5명, 부상 
8명)

제66조의2

제67조의2

제66조의2

류정일
(하청, 현장소장)

김석기
(하청, 대표이사)
(주)씨씨엘코리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제67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

김석기

(주)씨씨엘코리
아

-

벌금 
1,000만원

-

-

김석기

(주)씨씨엘코리
아

-

벌금 500만원

벌금 
2,000만원

류정일
(하청)

금고1년
집행유예2년

‘10.9.7. 환영철강 
근로자 용광로에 

빠져 사망
(사망 1명)

제66조의 2 환영철강공업(주)
대표 김영진

제66조의 2 환영철강공업(
주)

대표 김영진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 - 환영철강공업주(
주)

대표 김영진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10.10.6. 합정동 
서교자이 

타워크레인 붕괴

제67조
제67조

(주)하이츠타워 
  황동석

(하청)    

제67조
제67조

(주)하이츠타워 
  황동석
    (하청)    

무혐의
무혐의

- - 황동석
(하청)    

무혐의



127

중대재해건명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의2 또는 제67조) 적용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적용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고용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약식명령
결과

피의자
(법인)
(개인)

최종판결
결과

피의자
최종판결

결과

(사망 2명, 부상 
1명)

제67조
제67조

제66조의2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

가나타워렌탈(주)
  임효택
  (하청)    

  (주)야후건기
  양상균
    (하청)    

지에스건설(주) 
  현장소장 이귀재

   (원청) 

제67조
제67조

제66조의2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

가나타워렌탈(
주)

  임효택
(하청)      

  (주)야후건기
  양상균
    (하청)    

지에스건설(주) 
  현장소장 

이귀재 
  (원청)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

유선근
(타워크레인점검

업체 직원)
김은천

(야후건기 이사)

안전관리자 
신상민

현장소장 이귀재
(원청)

무혐의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무혐의
무혐의

‘11.7.2. 이마트 
탄현점 기계실 

냉매가스 교체도중 
질식

(사망 4명)

제66조의2
제66조의2
제66조의2

트레인코리아(주)
본부장 임재혁

개인하청 박정순

제66조의2
제66조의2
제66조의2

트레인코리아(
주)

본부장 임재혁
개인하청 
박정순

 벌금 
1000만원

 벌금 
1000만원
 기소유예

- -
본부장 임재혁

개인하청 박정순
벌금 1000만원

기소유예

‘12.8.13.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제66조의2
제67조

지에스건설(주)․계룡
건설산업(주)․(주)태

영건설

수사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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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건명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의2 또는 제67조) 적용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적용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고용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약식명령
결과

피의자
(법인)
(개인)

최종판결
결과

피의자
최종판결

결과

(사망 4명, 부상 
9명)

제66조의2
제67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

소장 김효재
(원청)

(주)세원방수
소장 안주영

(하청)
(주)두경아이앤씨

소장 권오일
(하청)

지에스네오텍(주)
박상석
최라광
(하청)

소장 김효재
(원청)

수사중

수사중

‘12.8.23. 
LG화학청주 공장 

폭발사고
(사망 8명, 부상 

3명)

제66조의2
김동온(주재임원)
박상욱(공장장)

(주)LG화학 제66조의2 (주)LG화학

혐의없음
혐의없음

(주)LG화학 재판중

공장장 박상욱
계장 손형욱
부장 김건태
반장 이영훈
차장 신동영
차장 조상원

재판중
“
“

기소유예
불기소(증거불충분)
불기소(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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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건명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의2 또는 제67조) 적용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적용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고용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적용 법조항
(제66조의2 

또는 제67조)

피의자
(법인)
(개인)

약식명령
결과

피의자
(법인)
(개인)

최종판결
결과

피의자
최종판결

결과

‘12.9.10. 정읍 
캐스코(주) 

레들전도 사고
(사망 2명)

제66조의2
캐스코(주)

대표 김창수
캐스코(주)

대표 김창수
재판중

대표 김창수
팀장 오순세 

래들기사 김철환 
 한태영

(레들제작사 대표)

재판중

‘12.9.22.파주 
장남교 붕괴

(사망 3명, 부상 
11명)

제66조의2
제66조의2

지성건설(주)
소장 이인갑

(하청)

지성건설(주)
소장 이인갑

(하청)

재판중 소장 장충열
(원청)

소장 이인갑
(하청)

재판중

재판중

‘13.1.27.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
(사망 1명, 부상 

4명)

수사중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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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5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장 정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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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1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관련 처벌제도와 현황 

1. 영국 64) 

1) 기업 살인법 (Corporate Man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관련 BBC 보도>

가. 제정배경 

64) 영국의 기업살인법 관련 내용은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 사례 연구  

200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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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형사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업무와 관련된 산재사망사고를 단순 과

실치사로 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업주 및 경영층을 구속함으로써 사업주의 책

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법 제정운동이 전개되었음. 

- 이에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 영국의 법률 체계상 기존 법률의 번호에 붙여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 제 19장에 총 

29개의 조문으로 공포되었다. 

나. 주요 내용

- 주된 골자는 첫째, 기업이 행한 행위나 기업경영상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위법행위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행위가 각각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며 둘째, 해당조직내의 노동자와 조직을 위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자의 의무와 위법 행위를 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제정된 법률임. 

- 적용범위 : 일반적인 기업은 당연히 적용되고, 정부부처, 경찰, 군대등 일반기업 외에도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부 포함. 

- 적용주체 : 위법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의 적용주체는 기업과 정부기관으로 기관들의 

해당조직, 기관, 조직의 최고 경영층에 해당하는 자까지 적용대상으로 규정 

- 처벌대상 행위 : 첫째 위법행위는 최고 경영층이 조직내의 어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관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 할 

때로 규정  둘째, 주의의무 위반은 법률에 정해 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조직내

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위법 행위로 간주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부분 : 위반행위의 내용이 안전보건 법률에 의한 유죄판결로 나

타날 경우에 적용. ‘안전보건위반’ 이란 것은 모든 안전보건 법률의 위반을 의미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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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규정. 이 법의 포괄적 규정은 안전보건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위반행

위로 고발 할 수 있도록 규정

- 벌칙 : 이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벌금의 상한선은 없음. 의회지침에 의하면 벌금

의 금액을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5%에서 시작하고, 대략 2.5%- 10%내에서 부과하

도록 하고 있다. 사고원인이 악성적인 것은 10% 혹은 그 이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벌금 이외에도 기업에게 그들의 범죄 사실을 지역 혹은 언론에 광고하게 

함으로써 다른 기업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표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널리 알리는 규정이 있음 

다. 처벌 실태 

- 2008년 건설노동자 1명이 웅덩이에 빠진 사망에 대해 기업에게 벌금 6억9천만원 부과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규정과 사례

- 2008년 영국의 HSE 통계자료에 의하면 1,028건을 기소하였고 이중 80%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평균 범칙금액은 12,896파운드 (약 2천4백만원)이다. 

- 영국의 산안법은 약식 판결에서는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0파운드 이하의 벌

금형을 부과 할 수 있고, 정식 판결에서는 2년 이하의 상한이 없는 벌금이나 병과 할수 

있다 

- 2000년 건설회사가 활선케이블 손상시켜 노동자가 드릴 사용 작업 중 화상 사고를 당

한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에 대해 노동자에게 사전

에 고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10,000파운드 (약 2천만원)의 벌금 형 선고 

- 1992년 Hickson/Welch Ltd 공장에서 청소작업 중 폭발 사고로 4명 사망. 법원은 적

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과 방화대책 미비를 이유로 150.000파운드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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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함께 250,000파운드(약 5억원)벌금 부과

- 농장인부로 일하던 여성이 사용장비에 대한 교육을 몇 분 정도 밖에 받지 않고 일하다 

당한 사고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 등 5가지 위반으로 총 

22,000파운드의 소송비용과 40,000파운드(약 8천만원)의 벌금 부과

- 기계에 안전한 절연 장치를 하지 않아 기계부품 막힘 청소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

고에 대해 법원은 과실치사죄로 12개월의 징역형을 기업은 30,000파운드의 벌금 부과 

 

2. 캐나다 65)

- 지난 2003년 11월 7일, 캐나다에서는 ‘단체의 형사 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이 상원의회를 통

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 등 단체 대표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단체

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결정하고, 노동을 지도 감독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

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 법의 제정은 캐나다 금속노조의 투쟁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일명 ‘웨스

트래이 법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1992년 노바 스코티아주 스텔라튼에 있던 웨스

트래이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의 광산 노동자들이 사망한 후, “더 이상 웨스트래이는 

없다(no more westray)”는 구호 아래 진행된 캐나다 금속노조의 일련의 사회적 캠페인

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1992년 5월 9일, 웨스트래이 광산에서 석탄 가스와 메탄 가스가 폭발하며 동시에 화재

65) 이 내용은 노동건강연대 홈 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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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서 광산에서 일하고 있던 2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화재 직후 구조대가 

재빨리 구조를 시작하였으나, 생존자는 없었고 붕괴된 광산에서 15구의 시체만을 찾아

낼 수 있었다

- 캐나다의 형법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영자의 행동에 대

한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없었다. 웨스트래이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는 웨스트래

이사의 행동에 대해 “고의적 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영자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고, 경영자들은 26명의 죽음에 대하여 형

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형법상으로는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경영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관리자가 범죄를 범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 및 기

타 단체의 형사 책임이 결정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기존 형법 체계 내에서 기업의 범

죄는, 기업의 정책 행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최고경영자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행

한 행위나 과실에 대해서만 성립하였다. 이를 ‘입증의 원칙(identification theory)'라 부

른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최고관리자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으로

써, 대부분의 기업 범죄, 특히 대기업의 범죄가 유죄로 입증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

 

∙ 기업 및 기타 단체의 범죄를 구성하는 의지적 요소와 행위적 요소가 동일인에게서 연유

해야 할 필요가 없다.

 ∙ 자신의 행동이나 태만이 기업 및 기타 단체 범죄의 행위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피고용인과 계약자까지로 넓힌다.

 

∙ 과실에 의한 범죄의 경우, 최고관리자의 집합적 실책이 인정된다면 이는 기업 및 기타 

단체에게 과실 범죄의 의지적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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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와 무모함에 의한 범죄의 경우, 최고관리자가 범죄의 당사자이거나, 최고관리자가 

기업 안의 다른 이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알고서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

방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구성하는 고의

가 기업 및 기타 단체에 있었다고 본다.

3. 미국 66)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규정과 적용 

- 미국의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예고를 할 수 없다. 사전예고나 점검에 대

한 사실을 유출할 경우 법 170조에 의해 1,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할 수 있다. 

- 산안법위반이 고의 또는 반복적(동일 장소나 기계가 아니어도 됨)으로 각각 위반 사항

에대해 70,000불 이하의 벌금 부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각 위반사항에 대해 5,000불 

이상 부과 가능. 

-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한 경우 위반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사

업주에게 1일당 7,000불 이하의 벌금 부과

- 미국의 OSHA는 2008년 한 해 동안 121개 이상 사업장에 각각 10 만달러(약 1억 1천

3백만원) 초과하는 벌금 부과. 

2) 미국노동자 보호법안 (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 of 2009: PAWA) 

- 미국에서는 산안법의 규정에서 사업주의 정의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책임있는 기

66)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 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200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일부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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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임원으로 확장하여 처벌하는 등 산안법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하는 PAWA가 통

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힐다 솔리스 노동부 장관이 공동발의자로 표

기되어 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의적인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0년의 징역형으로, 재차 위반

시에는 20년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 하고 있다. 아울러 벌금도 대폭상향 조정 

-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사업주나 책임 있는 기업의 임원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노동

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재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게 하고 있다. 

- 또한, OSHA의 적용범위를 확대 시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내부 고발자등에 대한 보호규정 강화와 OSHA 법 집행 과정에 산재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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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2. - 영국의 기업살인법 2007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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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3 - 영국 기업살인법 2007년 (번역문) 

2007년 기업살인법
2007 CHAPTER 19

목차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

제1조 위법 행위

관련 관리 의무

제2조 “관련 관리 의무”의 의미

제3조 공공 정책 결정, 독점적 공공 직무 및 법정 조사

제4조 군사 활동

제5조 치안 유지 및 법 집행

제6조 긴급 상황

제7조 아동 보호 및 보호관찰 직무

중대 위반

제8조 배심원단 고려 요인

구제 명령 및 공개 명령

제9조 위반 등의 구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제10조 유죄판결 등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특정 범주 조직체에 대한 적용

제11조 정부 기관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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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군대에 대한 적용

제13조 경찰에 대한 적용

제14조 동업회사에 대한 적용

 

기타 규정

제15조 절차, 증거 및 선고

제16조 직무 이전

제17조 소송에 필요한 검찰 총장 동의

제18조 개인 책임 없음

제19조 본 법과 보건 및 안전 법규에 의거한 유죄판결

제20조 관습법에서의 과실치사에 대한 기업 책임 폐지

일반 규정 및 추보 규정

제21조 제1조를 다른 조직체로 확장할 수 있는 권한

제22조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제23조 제2조(2)항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

제24조 명령

제25조 해석

제26조 부수적 개정

제27조 개시 및 유보

제28조 범위 및 적용 지역

제29조 약칭

별표 1 — 정부 부처 등의 목록

별표 2 —부수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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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업살인법
2007 CHAPTER 19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에서는 기업 과실치사라고 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기

업 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정의하고 그러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마

련하기 위한 법

[2007년 7월 26일]

본 의회에 소집된 성직 상원 의원과 성직 이외의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의 조언과 동의

를 얻어 존엄한 여왕 폐하에 의해 그리고 그 권위에 의해 다음이 법률로 제정된다.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

제1조 위법 행위

(1) 조직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을 경우, 본 조가 적용되는 

조직체는 유죄이다.

(a) 사람의 사망을 유발하며

(b)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가 지는 관련 관리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조가 적용되는 조직체는 다음과 같다.

(a) 기업

(b)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c) 경찰

(d) 고용주인 동업회사, 또는 노동조합 또는 고용주 협회

(3) 고위 경영진에 의해 조직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이 제(1)항에 언급

된 위반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에만, 조직체는 본 조에 의거하여 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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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법의 목적상,

(a) “관련 관리 의무”는 제2조에서 주어지고 제3조~제7조에서 해석된 의미를 가진

다.

(b) 조직체의 관리 의무 위반은 해당 의무의 위반에 달한다고 주장되는 행위가 그 

상황에서 조직체에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중대한” 

위반이다. 

(c) 조직체와 관련하여 “고위 경영진”이란 아래 사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을 의미한다.

(i) 조직체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의

사 결정

(ii) 그러한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적 관리 또는 구성

(5)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불린다.

(a) 기업 과실치사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 법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의 경우 

(b) 기업 살인 – 스코틀랜드 법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의 경우

(6) 기업 살인의 죄가 있는 조직체는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7) 기업 살인 위법 행위는 최고 법원에서만 기소될 수 있다.

관련 관리 의무

제2조 “관련 관리 의무”의 의미

(1) 조직체와 관련하여 “관련 관리 의무”는 과실법에 따라 조직체가 지게 되는 다음 의

무를 의미한다.

(a) 조직체의 피고용인 또는 조직체를 위해 일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다른 개인

에 대해 지는 의무 

(b) 시설의 점유자로서 지는 의무

(c) 다음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i) 조직체에 의한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보상 여부 불문)

(ii) 조직체에 의한 건설 또는 보수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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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직체에 의한 기타 상업적 활동 수행

(iv) 조직체에 의한 공장, 차량 또는 기타 물건 사용 또는 유지

(d) 제(2)항에 해당되는 개인이라는 이유로 조직체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 

지는 의무

(2) 본 항에 해당되는 개인은 다음과 같다.

(a) 구금 기관 또는 법원 또는 경찰서의 감금 구역에 감금된 자

(b) 추방자 대기소 또는 단기 수용 시설에 감금된 자

(c) 교도소 호송 조치 또는 이민 호송 조치 이행 과정에서 차량으로 이송 중이거나 

시설에 수용 중인 자

(d) 자신이 배치된 보호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자

(e) 구금 환자인 자

(3) 제(1)항은 제3조~제7조의 적용을 받는다.

(4) 제(1)항에서 과실법에 따라 지게 되는 의무에 대한 언급은 과실법에 따라 지게 될 

의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나 해당 법에 따른 책임을 대신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법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본 법의 목적상, 특정 조직체가 특정 개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법률 

문제이다.

판사는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인정 판결을 수행해야 한다.

(6) 본 법의 목적상 다음은 무시된다.

(a)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

해 관리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효력을 갖는 관습법의 규칙

(b) 해당자가 피해 위험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해 관리 의무를 지지 않도

록 하는 효력을 갖는 그러한 규칙

(7) 본 조에서

“건설 또는 보수 작업”이란 다음 설명 중 어느 것에든 해당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a) 다음의 건설, 설치, 변경, 확장, 개조, 수리, 보수, 장식, 청소, 파괴 또는 해체

(i) 건물 또는 구조물

(ii) 그 외에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형성할 예정인 것

(iii) 공장, 차량 또는 기타

(b) 제(7)항(a)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필수적 부분을 형성하거나 그러한 작업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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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또는 그러한 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

“구금 기관”이란 교도소, 소년범 수용 시설, 보안 교육 센터, 소년범 수용소, 소년범 센

터, 청소년 사법 센터 또는 소년범 구치소를 의미한다.

“구금 환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에 따라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개인

(i) 1983년 정신보건법(c. 20)(“1983년 법”) 제2부 또는 제3부   

(ii) 1986년 정신보건(북아일랜드)명령(S.I. 1986/595(N.I. 4))(“1986년 명령”) 제2

부 또는 제3부 

(b) (제(a)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 외에) 다음에 따라 법적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  

(i) 1983년 법 제137조

(ii) 1986년 명령 제131조

(iii) 2005년 2003년 정신보건(관리 및 치료)(스코틀랜드)법 (후속 규정)명령(S.I. 

2005/2078) 제11조

(c) 2003년 정신보건(관리 및 치료)(스코틀랜드)법(asp 13) 또는 1995년 형사소송

법(스코틀랜드)(c. 46) 제6부에 따라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감금되어 있는 개인 또는 1995년 해당 법 제200조에 따라 병원에 구금되어 있는 

개인    

“이민 호송 조치”란 1999년 이민 및 망명법(c. 33) 제156조에 따라 실시된 조치를 의

미한다. 

“과실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관련하여 1957년 점유자 책임법(c. 31), 1972년 결함시

설법(c. 35) 및 1984년 점유자 책임법(c. 3) 

(b) 스코틀랜드와 관련하여 1960년 점유자 책임(스코틀랜드)법(c. 30) 

(c)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1957년 점유자 책임법(c. 25), 1975년 결함시설(북아일

랜드)명령(S.I. 1975/1039(N.I. 9)), 1987년 점유자 책임(북아일랜드)명령(S.I. 

1987/1280(N.I. 15)) 및 2001년 결함시설(시설주 책임)(북아일랜드)법(c. 10)

“교도소 호송 조치”란 1991년 형사사법법(c. 53) 제80조에 따라 또는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제102조 또는 제118조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추방자 대기소” 및 “단기 수용 시설”은 1999년 이민 및 망명법 제147조에서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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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다.

“보호 수용소”란 연령 18세 미만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금 기관을 구성하거나 그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수용소를 의미한다.

제3조 공공 정책 결정, 독점적 공공 직무 및 법정 조사

(1) 공공 정책 사안(특히 공공 자원 할당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공익 비교 검토 포함)

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는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2) 독점적 공공 직무 행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과 관련하여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

(1)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d)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3) 법정 직무 행사 과정에서 시행되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4) 본 조에서

“독점적 공공 직무”란 정부의 특권에 해당되거나,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한을 부여

받아서만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

(a) 그러한 특권 행사에 의해

(b) 법정 규정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법정 직무”란 법정 규정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의미한다.

제4조 군사 활동

(1) 다음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지는 관리 의무는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a) 제(2)항에 해당되는 작업

(b) 그러한 작업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c) 그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군대의 효율성을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될, 

또는 해당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위험한 종류의 훈련 또는 위

험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훈련 

(2) 본 항에 해당되는 작업은 그 과정에서 군대 구성원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 또는 폭

력적 저항 위협에 직면하는 작업으로, 평화 유지 작업 및 테러, 국내 불안 또는 심각한 

공공 무질서를 다루기 위한 작업을 포함한다.

(3) 특수 부대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지는 관리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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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4) 본 조에서 “특수 부대”란 그 역량 유지가 특수 부대 지휘관(Director of Special 

Forces)의 책임이거나 당분간 해당 지휘관의 작업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부대를 의미한

다.

제5조 치안 유지 및 법 집행

(1) 다음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는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a) 제(2)항에 해당되는 작업

(b) 그러한 작업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d) 그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 임직원의 효율성을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

해서 수행될, 또는 해당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위험한 종류의 

훈련 또는 위험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훈련 

(2)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본 항에 해당되는 작업이 된다.

(a) 테러, 국내 불안 또는 심각한 무질서를 다루기 위한 작업이며

(b) 치안 유지 또는 법 집행 활동 수행을 동반하고

(c) 작업 과정에서 문제의 공공 기관 임직원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 또는 폭력적 저

항 위협에 직면함

(3) 기타 치안 유지 또는 법 집행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는 제2

조(1)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d)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4) 본 조에서 “치안 유지 또는 법 집행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다음과 같은 직무 행사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

  (i) 경찰 직무

  (ii) 경찰 이외 공공 기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직

무

(b) 공공 기관에 의해 고용된 치안관의 직무 행사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

(c)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c. 15) 제2부 제4장(목격자와 그 외 다른 사람

의 보호)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직무 행사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

(d) 이민법에 포함되거나 이민법에 따라 마련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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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긴급 상황

(1)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제(2)항에 해당되는 조직체가 지는 관리 의

무는 제2조(1)항 제(a)호 또는 (b)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2) 본 항에 해당되는 조직체는 다음과 같다.

(a)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소방 및 구조 기관

(b) 스코틀랜드의 소방 및 구조 기관 또는 합동 소방구조대

(c) 북아일랜드 소방구조대

(d) 다음과 같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조직체

(i) 제(a)호, 제(b)호 또는 제(c)호에 해당되는 조직체에서 실시하는 조치 수행 과

정 중에, 또는

(ii) (그러한 조치 수행 과정 중이 아닌 경우) 상업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e) 관련 NHS 기관

(f) 아래 조치 수행 과정 중에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

(i) 관련 NHS 기관에 의해 또는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조치

(ii) 국무장관 또는 웨일스 정부 장관에 의해 마련된 조치

(g) 제(f)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조치 수행 과정에서 장기, 혈액, 장비 또는 인력 수

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 

(h)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

(i) 군대

(3) 제(1)항의 목적상, 조직체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포함

하지 않는다.

(a) 의료 치료가 수행되는 방식

(b) 제(4)항에 해당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

(4) 본 항에 해당되는 결정은 의료 치료 제공 순서에 관한 결정을 제외한, 의료 치료 

수행에 관한 결정이다.    

(5) 긴급 상황 시 바다에서의 구조 작업 수행 또는 수행 시도와 관련하여 지는 관리 의

무는 제2조(1)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6) 다음과 같이 취해진 행동과 관련하여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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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a) 1995년 상선법(c. 21) 별표 3A(안전 지침)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b) 해당 별표 제4호(지침 대체 행동)에 의거하여 

(7) 본 조에서

“긴급 상황”이란 아래와 같은 현재 또는 임박한 상황을 의미한다.

(a)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 악화를 유발하고 있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또는

(b) 사람의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의료 치료”는 의료적 또는 유사한 성질의 치료 또는 절차를 포함한다.

“관련 NHS 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잉글랜드의 전략보건당국, 일차의료 트러스트, NHS 트러스트, 특별보건당국 또

는 NHS 재단 트러스트 

(b) 웨일스의 지역보건위원회, NHS 트러스트 또는 특별보건당국

(c) 스코틀랜드의 보건국 또는 특별보건당국, 또는 스코틀랜드 보건 서비스를 위한 

공통 서비스 기관

(d) 북아일랜드의 보건 및 사회복지 트러스트 또는 보건 및 사회복지 위원회

“심각한 피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사람에 대한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질환(정신질환 포함)

(b) 환경(식물 및 동물의 생명과 건강 포함)에 대한 심각한 피해

(c) 건물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

(8) 본 조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언급은 긴급 상황이라고 믿어지는 상황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7조 아동 보호 및 보호관찰 직무

(1) 본 조가 적용되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d)호에 해당되

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2) 본 조는 다음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부여된 직무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에 적용된다.

(a) 1989년 아동법(c. 41) 제4부 및 제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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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995년 아동(스코틀랜드)법(c. 36) 제2부

(c) 1995년 아동(북아일랜드)명령(S.I. 1995/755(N.I. 2)) 제5부 및 제6부

(3) 본 조는 또한 다음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부여된 직무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 보호

관찰국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에도 적용된다.

(a) 2000년 형사사법 및 법원법(c. 43) 제1부 제1장

(b) 1968년 사회복지(스코틀랜드)법(c. 49) 제27조

(c) 1982년 보호관찰위원회(북아일랜드)명령(S.I. 1982/713(N.I. 10)) 제4조

중대한 위반

제8조 배심원단 고려 요인

(1) 본 조는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a) 조직체가 개인에 대한 관련 관리 의무를 진 것으로 확정되고

(b) 해당 의무의 심각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배심원단이 내려야 

하는 경우

(2) 배심원단은 조직체가 위반 혐의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준수를 불이행했다

는 증거가 명백한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그러한 불이행의 심각성 정도

(b) 그러한 불이행이 내포하는 사망 위험 정도

(3) 배심원단은 또한

(a) 증거가 조직체 내에 제(2)항에 언급된 그러한 불이행을 조장했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태도, 정책, 체계 또는 용인된 관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도를 고

려할 수 있다.

(b) 해당 위반 혐의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지침을 고려할 수 있다.

(4) 본 조는 배심원단이 관련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게 막지 않는

다.

(5) 본 조에서 “보건 및 안전 지침”이란 보건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건 

및 안전 법규정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국에 의해 (법정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그 

외 방법으로) 마련 또는 발행된 규약, 지침, 설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간행물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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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제 명령 및 공개 명령

제9조 위반 등의 구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1) 조직체에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조직체에 

아래 사항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제1조(1)항에 언급된 위반(“관련 위반”)

(b) 법원이 보기에 관련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망의 원인인 문제

(c) 법원이 보기에 관련 위반이 암시하는, 조직체 정책, 체계 또는 관행에서의 보건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결함

(2) 구제 명령은 제안된 명령의 조건을 명시한 검찰 신청 시에만 내려질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 또는 조직체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 

및 그에 의해 제시된 증거를 참작하여 법원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으로(제안된 조

건이든 다른 조건이든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검찰은 구제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위반의 특성을 참작하여 검찰이 적합하다

고 간주하는 집행 당국과 상의해야 한다. 

(4) 구제 명령은

(a) 제(1)항에 언급된 조처가 취해져야 하는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b) 제(3)항에 따라 상의가 이루어진 집행 당국에 그러한 조처가 취해졌다는 증거

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공할 것을 조직체에 요구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은 해당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대한 법원 명령에 의해 연장되거나 추가 연장될 수 있다.

(5)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조직체는 위법 행위의 죄가 있으며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유죄판결 등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1) 조직체에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지정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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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아래 사항을 공개하도록 조직체에 요구하는 명령(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조직체가 위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b)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

(c) 부과된 벌금 액수

(d) 구제 명령의 조건

(2) 법원은 제안하는 공개 명령의 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a) 법원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집행 당국(있는 경우)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b) 검찰 또는 조직체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공개 명령은

(a) 제(1)항에 언급된 요건이 준수되어야 하는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b) 제(2)항에 따라 의견이 확인된 집행 당국에 그러한 요건이 준수되었다는 증거

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공할 것을 조직체에 요구할 수 있다.

(4) 공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조직체는 위법 행위의 죄가 있으며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정 범주 조직체에 대한 적용

제11조 정부 기관에 대한 적용

(1) 정부 공무원 또는 대행자인 조직체는 그러한 이유로 본 법에 따른 기소를 면하지 

않는다.

(2) 본 법의 목적상

(a)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또는

(b) 정부 공무원 또는 대행자인 기업

은 해당자가 정부 공무원 또는 대행자가 아닌 기업인 경우에 지게 되는 모든 관리 의

무를 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3) 제2조의 목적상,

(a) 아래에 해당되는 개인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i)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을 위해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 밑에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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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 직원이 별표 1에 나열된 기관을 구성하는 자에 의해 고용된 자

(b) 다음을 위해 점유된 시설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취급된

다.

(i)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ii) 그 직원이 별표 1에 나열된 기관을 구성하는 자

(4) 제2조~제7조의 목적상,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일은, 정부에 의해 또는 특정 직위 보유자에 의해 법에 따라 행해진 경우라도, 

해당 부처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직접 행해진 것으로 취급된다. 

(5) 제(3)항(a)호(i)목, 제(3)항(b)호(i)목 및 제(4)항은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북아일랜드 정부 부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12조 군대에 대한 적용

(1) 본 법에서 “군대”란 영국 법에 따라 소집된 정부 육해공군을 의미한다.

(2) 제2조의 목적상, 군대 구성원인 개인은 국방부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3) 본 법에서 군대 구성원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a) 복무 중이거나 훈련 또는 의무 이행 중인 예비군(1996년 예비군법(c. 14) 제1

조(2)항에서 주어진 의미 내) 구성원

(b) 정부 소유 함선(1957년 해군기강법(c.53) 제132조(1)항에서 주어진 의미 내)에

서 복무하는 개인

제13조 경찰에 대한 적용

(1) 본 법에서 “경찰”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의 의미 내에서의 경찰

(i) 1996년 경찰법(c. 16)

(ii) 1967년 경찰(스코틀랜드)법(c. 77)

(b) 북아일랜드 경찰

(c) 북아일랜드 경찰 예비대

(d) 영국 교통경찰

(e) 민간 원자력 치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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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국방부 경찰

(2) 본 법의 목적상, 경찰은 해당자가 법인체인 경우에 지게 되는 모든 관리 의무를 지

는 것으로 취급된다.

(3) 제2조의 목적상,

(a) 경찰 구성원은 해당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b)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경찰 영역을 위해 임명된 특수 치안관은 해당 영역의 경

찰권에 의해 유지되는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c) 제(1)항 제(d)호 또는 제(f)호에 언급된 경찰을 위해 임명된 특수 치안관은 해

당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d) 제(1)항 제(a)호 또는 제(d)호에 언급된 경찰 구성원이 될 목적으로 훈련을 받

고 있는 경찰 생도는 해당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d) 2000년 경찰(북아일랜드)법(c. 32) 제39조에 따라 임명된 경찰 훈련생 또는 동 

법 제42조에 따라 임명된 경찰 생도는 북아일랜드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

급된다.

(e) 상기 법 제40조에 따라 임명된 경찰 예비 훈련생은 북아일랜드 경찰 예비대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f) 중대조직범죄기관 또는 국가경찰개선청에 직원의 일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파견

된 경찰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4) 제(3)항에서 경찰 구성원에 대한 언급은 제(1)항(a)호(ii)목에서 언급된 경찰의 경우, 

해당 경찰의 치안관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 제2조의 목적상, 경찰을 위해 점유된 시설은 해당 경찰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취급

된다.

(6) 제2조~제7조의 목적상, 해당 경찰이 법인체였다면 그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

었을 모든 일은 해당 경찰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7) 다음의 경우에,

(a) 제(3)항에 의해서 개인이 제2조의 목적상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되며

(b) 다른 법정 규정(있는 경우)에 의해서 개인이 다른 조직체에 의해 고용된 것으

로 취급되는 경우

그 개인은 그러한 목적상 해당 경찰 및 다른 조직체 둘 다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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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동업회사에 대한 적용

(1) 본 법의 목적상, 동업회사는 해당자가 법인체인 경우에 지게 되는 모든 관리 의무

를 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2) 동업회사에 의해 범해졌다고 주장되는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절차는 

해당 동업회사의 이름으로(동업회사 구성원의 이름이 아니라) 제기된다.

(3)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의 유죄판결에 대해 동업회사에 부과된 벌금은 동업회사의 

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4) 본 조는 해당자를 관장하는 법에 따른 법인(法人)인 동업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규정

제15조 절차, 증거 및 선고

(1) 형사소송에 대한 법정 규정(있는 경우)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관련하여 적

용되듯이, 본 법에 의거한 소송과 관련하여, 규정된 개정 또는 변경의 적용을 받아, 다

음에 대해 적용된다.

(a)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b) 경찰

(c) 동업회사

(d) 노동조합

(e) 기업이 아닌 고용주 협회

(2) 본 조에서

“규정된”이란 국무장관이 제정한 명령에 의해 규정됨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규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형사소송에서의 또는 그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규정

(b) 그러한 소송에서의 증거에 대한 규정

(c) 위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고 또는 그 외 방법의 처리에 대

한 규정 

“법정”이란 법 또는 북아일랜드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 문서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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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3) 본 조에서 소송에 대한 언급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의 소송을 말한

다.

(4) 본 조에 따른 명령은 부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제16조 직무 이전

(1) 본 조는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a) 관련 공공 조직체에 의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망이 발생했거나 발

생했다고 주장되고

(b) 이후 해당 직무가 이전되어 그 결과 해당 직무는 계속 수행되나 해당 조직체에 

의해 수행되지는 않는 경우

(2) 본 조에서 “관련 공공 조직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b) 정부 공무원 또는 대행자인 기업

(c) 경찰

(3)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이전 후 관련 공공 조직체

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소송은 다음을 대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

(a) 제(1)항에 언급된 직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련 공공 조직체(있는 경우)

(b)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직

무를 수행한 관련 공공 조직체

본 항에는 제(4)항이 적용된다.

(4) 국무장관에 의해 제정된 명령이 특정 직무 이전과 관련하여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제(3)항에 언급된 소송은 다음을 대상으로 개시되거나 계속될(이미 개시된 경우) 수 있

다.

(a) 제(1)항에 언급된 조직체

(b) 해당 명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공공 조직체(제(1)항에 언급된 조직체 또

는 제(3)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언급된 조직체 제외) 

(5)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이 관련 공공 조직체

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동안 이전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다음을 대상으로 계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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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a) 이전의 결과로 제(1)항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공 조직체(있는 경우)

(b) 이전의 결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조직체가 없는 경우, 이전과 동일

한 조직체

본 항에는 제(6)항이 적용된다.

(6) 국무장관에 의해 제정된 명령이 특정 직무 이전과 관련하여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제(5)항에 언급된 소송은 다음을 대상으로 계속될 수 있다.

(a) 제(1)항에 언급된 조직체

(b) 해당 명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공공 조직체(제(1)항에 언급된 조직체 또

는 제(5)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언급된 조직체 제외)

(7) 제(4)항 또는 (6)항 하의 명령은 부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제17조 소송에 필요한 검찰 총장 동의

기업 과실치사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은

(a)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검찰 총장의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없다.

(b) 북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 검찰 총장의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없다.

제18조 개인 책임 없음

(1) 개인은 기업 과실치사 위법 행위의 방조, 교사, 조언 또는 알선의 죄가 있을 수 없

다.

(2) 개인은 기업 살인 위법 행위의 방조, 교사, 조언, 알선 또는 가담의 죄가 있을 수 

없다.

제19조 본 법과 보건 및 안전 법규에 의거한 유죄판결

(1) 동일한 소송에서

(a) 특정한 일련의 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 혐의에 대한 기

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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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그러한 상황 일부 또는 전체에서 발생한 보건 및 안전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배심원단은, 재판의 정당성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각 혐의에 대한 평결을 내리도

록 요청받을 수 있다.

(2) 특정한 일련의 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

은 조직체는, 재판의 정당성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상황 일부 또는 전체에서 

발생한 보건 및 안전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3) 본 조에서 “보건 및 안전 위법 행위”란 보건 및 안전 법규에 따른 위법 행위를 의

미한다.

제20조 관습법에서의 과실치사에 대한 기업 책임 폐지

중과실에 의한 과실치사의 관습법 위법 행위는 그 적용에서 기업 및 제1조가 적용되는 

기타 조직체에 대해 적용이 폐지된다.   

일반 규정 및 추보 규정

제21조 제1조를 다른 조직체로 확장할 수 있는 권한

(1) 국무장관은 명령을 통해 제1조를 개정하여 해당 조가 적용되는 조직체의 범주를 확

장하도록 할 수 있다.  

(2) 본 조에 따른 명령은 제(1)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정에 따른 부차적, 추보적 또는 

필연적 개정의 경우 본 법을 개정할 수 있다. 

(3) 본 조에 따른 명령은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제22조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1) 국무장관은 명령을 통해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다.

(2) 본 조에 따른 명령을 포함하는 행정 명령은 별표 1에 대해 이루어지는 개정이 제

(3)항 내의 개정으로 한정되지 않는 한,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경우, 행정 명령은 부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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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경우, 개정은 본 항 내에 속한다.

(a)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의 이름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

연적이다.

(b) 별표 1에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을 추가하는 개정의 경우, 제1조가 적용되는 하

나 이상의 조직체가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직무를 해당 부처 또는 기타 기관에 

이전하여 개정이 필연적이다.

(c) 별표 1에서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을 제거하는 개정의 경우, 개정이 다음으로 인

해 필연적이다.

(i) 해당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의 폐지

(ii) 해당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의 모든 직무가 제1조가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조

직체로 이전

제23조 제2조(2)항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

(1) 국무장관은 명령을 통해 제2조(2)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의 범주(아직 포

함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a) 법정 규정에 의해서 특정 시설에 남아 있거나 상주해야 하는 개인

(b) 그 외의 경우 자신의 자유를 제한 받는 개인 

(2) 본 조에 따른 명령은 제(1)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정에 따른 부차적, 추보적 또는 

필연적 개정의 경우 본 법을 개정할 수 있다.

(3) 본 조에 따른 명령은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제24조 명령

(1) 본 법에 따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국무장관의 권한은 행정 명령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2) 본 법에 따른 명령이 “부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을 포함하는 

행정 명령은 두 의회 중 어느 하나의 의결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3) 본 법에 따른 명령이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은 초안이 

상정되고 각 의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한 제정될 수 없다.

(4) 본 법에 따른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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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러 다른 목적을 위해 여러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b) 경과 규정 또는 유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 해석

본 법에서

“군대”란 제12조(1)항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기업”에는, 단독회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포함된다.

“피고용인”이란 고용 또는 도제 계약(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상관없이, 명시적인 경우 구

두로든 서면상으로든 상관없이)하에 일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서 관련된 표현이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제2조의 목적상 적용되는) 제11조(3)항(a)호, 제12조(2)항 및 제

13조(3)항을 참조한다.

“고용주 협회”는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c. 52) 제122조 또는 1992년 노

사관계(북아일랜드)명령(S.I. 1992/807(N.I. 5)) 제4조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집행 당국”이란 모든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보건 및 안전 법규”란 1974년 작업장 보건안전법(c. 37) 또는 1978년 작업장 보건안전

(북아일랜드)명령(S.I. 1978/1039(N.I. 9))에 포함된 특정 조항을 포함하여 보건 및 안전 

문제를 다루는 법정 규정을 의미한다. 

 “구성원”은 군대와 관련하여 제12조(3)항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동업회사”란

(a) 1890년 동업회사법(c. 39) 내 동업회사,

(b) 1907년 합자회사법(c. 24)에 따라 등록된 합자회사,

또는 영국 외부의 국가 또는 영토의 법에 따라 형성된 비슷한 성질의 회사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경찰”은 제13조(1)항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시설”은 토지, 건물 및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다.

“공공 기관”은 1998년 인권법(c. 42) 제6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동 조 제(3)항(a)호 

및 제(4)항은 무시).

“공개 명령”이란 제10조(1)항에 따른 명령을 의미한다.

“구제 명령”이란 제9조(1)항에 따른 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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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규정”이란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스코틀랜드 의회 법 또는 북아일랜드 법

률 또는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 문서에 포함된 규정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은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c. 52) 제1조 또는 1992년 노사관계

(북아일랜드)명령(S.I. 1992/807(N.I. 5)) 제3조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제26조 부수적 개정

별표 2(부수적 개정)가 효력을 미친다.

제27조 개시 및 유보

(1) 본 법의 상기 조항들은 국무장관이 명령을 통해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발효된다.

(2) 제2조(1)항(d)호를 발효시키는 명령은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3) 제1조는 동 조 개시 이전에 이행되거나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4) 제20조는 동 조 개시 이전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행해진 위법 행위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 조사, 법적 소송 또는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5) 제(4)항의 목적상, 위법 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또는 사건이 제20조 개시 이전에 

발생한 경우, 위법 행위는 제20조 개시 이전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행해진 것

이다.  

제28조 범위 및 적용 지역

(1) 제(2)조를 조건으로 하여, 본 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에 적용된다.

(2) 본 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은 그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와 동일한 영국 내 지역에 

적용된다.

(3) 제1조는 영국 또는 다음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a) 영국에 인접한 영해의 바다쪽 경계 내

(b) 1995년 상선법 제2부에 따라 등록된 선박

(c) 1982년 민간항공법(c. 16) 제92조에 정의된 대로 영국의 통제를 받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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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968년 호버크라프트법(c. 59)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호버크라프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해당 조의 의미 내에서 영국의 통제를 받는 호버크라프트

(e) 1998년 석유법(c. 17) 제10조(1)항에 따른 위원회 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장소

(연안 활동과 관련한 형사관할권)

(4) 제(3)항 제(b)호~제(d)호의 목적상 선박,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에서 입은 피해

는 다음과 같은 개인이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a) 선박,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의 난파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대해 

발생한 다른 어떤 사고의 결과로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에 더 이상 

타고 있지 않으며

(b)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제29조 약칭

본 법은 2007년 기업살인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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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제1조)

정부 부처 등의 목록

자산 회수청(Assets Recovery Agency)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Office)

내각부(Cabinet Office)

중앙 정보국(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형사부 및 지방 검찰관청(Crown Office and Procurator Fiscal Service)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사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사무소 포함)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교육 및 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국제 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산림 위원회(Forestry Commission)

스코틀랜드 주민등록청(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정부보험계리청(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영국 재무성(Her Majesty’s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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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Home Office)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국립 문서보관서(National Archives)

스코틀랜드 국립 문서보관서(National Archives of Scotland)

국가감사기관(National Audit Office)

국가저축투자청(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

국가행정학교(National School of Government)

북아일랜드 감사청(Northern Ireland Audit Office)

북아일랜드 법원청(Northern Ireland Court Service)

북아일랜드 사무국(Northern Ireland Office)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부수상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웨일스 왕립 교육 및 연수 수석 인증부서(Office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Wales)

병참 조사부(Ordnance Survey)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

북아일랜드 검찰청(Public Prosecution Service for 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 등기소 집행 기관(Registers of Scotland Executive Agency)

국관세 집행실(Revenue and Customs Prosecutions Office)

영국 조폐국(Royal Mint)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Executive)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송무청(Treasury Solicitor’s Department)

영국 무역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

웨일스 의회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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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6조)

부수적 개정

1988년 검시관법(c. 13)

1  (1) 1988년 검시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다음 조항에서 “과실치사” 뒤에 “기업 과실치사”를 삽입한다.

(a) 제11조(6)항(검시관의 조사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음)(2회)

(b) 제16조제(1)항(a)호(i)목(형사소송의 경우 조사 연기) 

(c) 제17조 제(1)항(a)호 및 제(2)항(a)호(형사소송 결과를 통지받는 검시관)

(3) 제35조(1)항(해석)에서 “대런던”의 정의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조직체를 포함한다.”

2003년 형사사법법(c. 44)

2  2003년 형사사법법 별표 4(제62조의 목적상 적격한 위법 행위)에서 제4호 뒤에 다

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4A 2007년 기업살인법 제1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

3  (1) 해당 법 별표 5(제10부의 목적상 적격한 위법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4호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4A 2007년 기업살인법 제1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

(3) 제33호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33A 2007년 기업살인법 제1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

2004년 형사사법(북아일랜드)명령(S.I. 2004/1500(N.I. 9))

4  2004년 형사사법(북아일랜드)명령 별표 2(제21조의 목적상 적격한 위법 행위)에서 

제4호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4A 2007년 기업살인법 제1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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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4 - 호주 수도 준주의 기업살인법(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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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5 - 호주 수도준주 기업살인법 (번역문)

호주수도준주(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기업살인법(Industrial Manslaughter Law)

1. 법안 이름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2. 시행

2004. 3. 1. 

3. 수정전 법

Crimes Act 1900

2A편 기업 살인

49A 2A편의 정의

 이 편에서 (당사자인) 사람의 대리인(agent)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독립적인 계약자이거나 또는 그 반대)에게 

고용된 사람(상대방)으로,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ⅰ) 통제하거나; 또는

(ⅱ)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를 제외하고 통제할 수 있었거나; 또는

(b)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다른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대리인(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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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계약자이거나 또는 그 반대)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당사자, 다른 대리인과 관련하

여  다른 대리인에 관한 일에 관하여

(ⅰ) 통제하거나; 또는

(ⅱ) 대리인들 사이의 합의를 제외하고 통제할 수 있었었던 자.

사인(causes death) - 만약 그것이 사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면 사람의 행위가 사망의 원

인이 된다

 산업안전의원(commissiner for OH&S) 198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 

위원을 의미한다

행위(conduct) 형법전 13편에 따른다

사망(death) 형법전에 따른다

고용인(employee) 용역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주(employer), 근로자의- 만약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주이다

  (a) 특정인의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특정인; 또는

  (b) 대리인의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특정인의 대리인

정부(government) 법제법(Legislation Act) 제121(6)에 따른다. 

정부기관(government entity)-기관의 기능이 만약 다음과 같다면 정부기관이다 

    (a) 기관의 활동 기능이 정부(정부의 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의 통제를 받기 쉽거나; 

또는

    (b)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부의 대리인인 기관

 도급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용역에 관한 계약에 의해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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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officer), 기업의- 기업법 9편에 따른다

    (각주 생략)

  재택근무자(outworker) 물건이나 자재를 제조하거나 처리하는, 또는 다른 용역을 수행

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에 따라 사람(본인)에 의해 고용된 개인 

  (a) 재택근무자의 자택에서; 또는

  (b) 본인의 관리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다른 건물에서

 용역제공(provide services)은 사람이나 또는 사람에 관하여 사람을 위하여 또는 사람과 

관련하여 일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급 관리자(senior officer)는, 고용주의, 다음을 의미한다

  (a)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기관-다음중 하나-에서의 고용주

    (ⅰ)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장관

    (ⅱ)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서 최고경영자(CEO, 표현에 관계없이)에 해당하는 자 

    (ⅲ)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기능의 모든 혹은 상당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참여한 최고경영자(CEO, 표현에 관계없이)에 해

당하는 자

  (b) 다른 기업의 고용주를 위한(정부기관이 아닌 기업을 포함하는)-기업의 관리자; 또

는

  (c) 다른기관의 고용주를 위한-다음중 하나   

    (ⅰ)  기관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기능의 모든 혹은 상당한 부분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참여한 최고경영자(CEO, 표현에 관계없이)에 해당하는 자

    (ⅱ) 기관이 기업이라면 기관의 관리자로 여겨지는 자

  

 (a) (ⅱ) 에 대한 예시

  1994년 공공부분관리법 28장(수행) 또는 30장(임시직무수행)에 따라 고용된자는 CEO

로 수행하는 것

 (a) (ⅲ) 에 대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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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공공부분관리법 54A장에 따라 만들어진 관리

 중대한 손해(serious harm) 형법전에 따른다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다음의 자를 의미한다

  (a) 용역을 제공하는-

    (ⅰ)  다른 자의 거래 또는 경영과 관련된, 혹은 그것을 위하여

    (ⅱ)  종교적, 교육적, 기부 또는 자선 목적 혹은 그렇지 않다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

된, 또는 그것을 위한 기관을 위하여

   (b)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합리적인 실비를 넘는 것)

  근로자(worker)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고용인

    (b)  도급계약자

    (c)  재택근무자 

    (d)  견습생 혹은 수습; 또는

    (e)  자원봉사자

49B  고용주와 상급관리자의 부작위

  

 (1)  이 편에서 고용주의 부작위는 행위로서 만약 그것이 고용주의 근로자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작위이며 만약 그 위험이 다

음에서 발생한 때

  (a)   고용주의 행위; 또는

  (b)   고용주의 소유물 또는 통제에 있는 것들; 또는

  (c)   고용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들

  

 (2) 이 편에서 고용주의 상급관리자의 부작위는 행위로서 만약 그것이 고용주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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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작위이며 만약 

그 위험이 다음에서 발생한 때

  (a)   고용주의 행위; 또는

  (b)   고용주의 소유물 또는 통제에 있는 것들; 또는

  (c)   고용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들 

 (3) 이 장에서, 사람과 다른 자 사이의 합의를 제외하고 만약 어떤 상황이 특정인의 통

제하에 있었다면, 합의는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상황은 특정인의 통제하에 있다고 여겨진

다.

49C   기업살인-고용주의 위법행위

 고용주는 만약 다음과 같다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a)   고용주의 근로자가-   

    (ⅰ)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사망하거

나; 또는

    (ⅱ)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부상을 입

고 후에 사망하고; 그리고

  (b)   고용주의 행위가 근로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그리고

  (c)   고용주가

    (ⅰ)  그러한 행위로서, 근로자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

기하는 부주위; 또는 

    (ⅱ)  그러한 행위로서, 근로자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

기하는 과실.

 처벌의 최대치: 2,000 벌금(penalty unit67),한화 약 2억 5천만원(개인) 내지 약12억 7천

67) 이 법을 위반한 행우에 대한 벌금(penalty unit)은 개인의 경우 110호주달러, 기업의 경우 550호주달

러이다(법제법(Legislation Act), 2001,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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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기업) 혹은 20년이하 금고 또는 병과

49D   기업살인-상급관리자의 위법행위

  고용주의 상급관리자는 만약 다음과 같다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a)   고용주의 근로자가-   

    (ⅰ)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사망하거

나; 또는

    (ⅱ)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부상을 입

고 후에 사망하고; 그리고

  (b)   고용주의 행위가 근로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그리고

  (c)   고용주가

    (ⅰ)  그러한 행위로서, 근로자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

기하는 부주위; 또는 

    (ⅱ)  그러한 행위로서, 근로자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

기하는 과실.

 처벌의 최대치: 2,000 벌금(penalty unit,한화 약 2억 5천만원(개인) 내지 약12억 7천만

원(기업) 혹은 20년 금고 또는 병과

49E    법원은 기업에 특정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이 조항은 법원에서 기업이 49C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반은 경우 적용된다.

   (2)  다른 처벌을 대신하여 혹은 그에 부가하여 법원은 기업에 부과할 수 있고, 법원

은 다음의 각 호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명령할 수 있다. 

     (a)  법원에 의해 결정된 조치를 공개한다-

        (ⅰ)  위법행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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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위법행위로 발생된 행위와 관련되거나 야기된 사망 혹은 중대한 부상 혹은 

다른 결과

       (ⅲ)   위반행위 때문에 부과된 처벌, 또는 다른 명령들;

    (b)  법원에 의해 결정된 (a)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확정된 

사람들에게 알릴 조치를 취하며;  

    (c)   인정된 행위를 하거나 비록 계획이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된 계획을 세우거나 수행한다.

 (a)에 대한 예시

  텔레비전이나 일간지에의 광고

 (b)에 대한 예시

   연간보고서에 공지를 내거나 기업의 주주들에게 공지를 배부하거나

 (c)에 대한 예시

   지역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발

(각주생략)

   (3)   명령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행위들이 행하져야할 기간, 상황이 행해지거나 계획

이 설립되거나 수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으며, 명령의 수행이나 효과있

는 명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요청사항을 부

과할 수 있다. 

  

   (4)   명령이나 각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2) 각 호에 의한 명령을 따르기 위한 기

업의 총 비용은 5,000,000호주달러(약 57억 8천만원)를 넘어서는 안된다(위반행위에 대한 

어떠한 벌금도 포함하여)    

  (5)    만약 법원이 (2) 각호에 따라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명령의 종류를 

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실현가능성, 기업의 재정환경 그리고 부과될 명령의 준수에 다른 

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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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은 기업의 재정상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2) 각호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7)    만약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2) (a) 또는 (b) 각화에 의한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산업안전위원의 신청에 의해, 위원에 권한을 부여하

는 신청에 의해-

     (a)  여전히 실현가능하고 행해지도록 남아있는 어떤 행위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거

나 편리한 것들을 행하도록; 그리고

     (b)  기업이 명령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였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

  (8)    만약 법원이 (7) 각호에 따른 명령을 한다면, 위원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9)    (7) 각호는 이 항에 의한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한 기업에 대하여 법원절차의 무

시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0)  (7) 각호에 따른 명령을 따르는데 합리적 비용은 명령이 발해진 기업의 준주

(Territory)에 대한 채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