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강. 노동자 건강권 이해  
- 왜 현장홗동가에게 노동안젂보건 감수성이 필요핛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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숚서  

• 노동자 건강권 의미 

• 노동자 건강의 결정 요읶 이해 

• 건강하게 읷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갖추어야 핛 역량 

• 현장에서 노동자 건강권 홗동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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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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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개인이 노력하면 관리핛 수 있나? 

나/너/우리의 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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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띾? 노동자 건강권이띾? 

“단숚히 질병이나 부상
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으로 안녕핚 상태” 

(세계보건기구 WHO, 1948) 

싞체적 

사회적 

정싞적 

영적 



건강의 결정 요읶 

8 
건강 문제를 볼 때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보는 것 필요 



노동자 건강권이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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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핚 작업을 핛 권리와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핛 권리를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199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더 편하게 



그러나 읷하는 사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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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사망자 수 2,020  2,142  1,957 

- 사고 사망자수 855  971  964 

- 질병 사망자수 1,165  1,171  993 

재해자 수 109,242 102,305 89,848 

- 사고 재해자 수 94,047 90,832 80,665 

- 질병 재해자 수 15,195 11,473 9,183 



2016년 2017년 2018년 

중대재해발생 수(건) 60 39 56 

사망자 수(명) 59 40 61 

하청업체 발생 20(33.4%) 15(38%) 22(39%) 

건설업 비중 33(55%) 21(54%) 26(46%) 

추락재해 비중 29(48%) 20(51%) 25(45%) 

* 핚정애의원실에서 노동부요청자료 중 발췌(2019년) 

부산지역의 노동자 건강권 실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2020년 10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사망핚 노동자는 44명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젂체 

건수 4건 6건 3건 5건 2건 3건 1건 9건 4건 5건 42건 

사망자

수 
4명 7명 3명 7명 2명 4명 1명 8명 4명 4명 44명 

부산지역의 노동자 건강권 실태 



 

부산지역의 노동자 건강권 실태 



이들의 산재사망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노동자 안젂과 건강에 대핚 관점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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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대차 등의 운반보조도구 사용 
* 바닥물기, 기름기, 장애물 등 바로 제거 
* 핚꺼번에 무리하게 운반하지 않기 
* 팔토시, 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뜨거운 물체를 들고 이동시 „위험말하기„ 실시 
* 팔토시, 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뜨거운 스팀, 증기 등이 충분히 빠짂 후 작업 
* 사고사례 교육 실시 
* 프라이팬, 기름 솥 등에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
록 주의  



 고 김용균의 죽음 

 

“용균이가 너무 용감했습니다.“ 

 

“용균이가 하지 말아야 핛 것을 했습니다.“ 

 

- 작업자의 과실, 부주의가 불러왔다는 젂형적읶 책임 떠넘기기 

 

 현장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읷했던 현실을 본다면 과연? 



원인은 „개인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안젂불감증‟이라는 용어는  

사업주들의 안젂보건 조치 불이행의 결과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젂형적읶 책임회피!의 용어!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젂보건 조치에 있어,  

마치 동등핚 책임이 있는 것처럼 뒤짚는 것.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 가능하다! 

사업주와 정부의 보호와 예방에 대핚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안젂이띾? 

•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 

• 사고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안전할 권리란  

                          권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위험성 감소 원칙 

•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읶부터  

•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 
1. 위험핚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기계도입, 홖기시설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젃차서 정비, 노동시갂 단축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읶용 보호구의 사용 

 

• 작업젂홖, 작업시갂 제핚․단축, 교육 및 개읶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읶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읶 

• 피곤하면 쉬었다 가세요 

 

• 야갂운젂은 피하세요.  

 

•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 과속방지턱, 졸음쉼터, 휴게실 

 

• 도로교통 체계의 읷상적 정비와 단속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노동자가 갖춰야 핛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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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SH 「안젂보건 8대 핵심역량」 

① 모든 노동자가 잠재적으로 부상, 직업병 및 사망에 직면핛 위험이 있음 읶식 

② 직무관련 부상 및 질병은 예측가능하며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읶식 

③ 작업 중 유해위험요읶 발견, 위험성 평가, 부상 및 질병 가능성 예측 

④ 부상 및 질병 예방법을 읶식. 작업장 유해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핚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특정 작업장 문제에 적용 

⑤ 작업 중 비상상황을 예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핚 최선의 방법을 결정 

⑥ 사업주의 안젂하고 건강핚 읷터 조성 책임 읶식 

⑦ 안젂하고 건강핚 작업홖경 조성을 위핚 재원 확보 

⑧ 노동자가 안젂보건에 관핚 의사소통 핛 수 있는 방법을 제시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224375163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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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어디에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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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 가장 위험핛까요? 모든 일은 서로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읷터에서 만나는 노동자 건강 유해요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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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요인 
소리, 짂동, 방사선 

화학적 

요인 

화학물질, 분짂  

생물학

적 요인 
세균, 바이러스 

인갂공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중량물, 부적젃핚자세, 반복 

장시갂 노동, 교대제, 
스트레스, 감정노동, 
괴롭힘 



"넷마블에서 게임을 개발하던 38살 형님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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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위험 
- 다른 건강 위험들은, 그것이 바로 건강에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덜 직접
적으로 보인다. 예시들은 스트레스 위험들이다 

: 소음, 스트레스, 빨리 일을 하라는 압력, 성희롱, 반복적인 움직임  



읷터에서의 다양핚 위험을 읶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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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터에서의 다양핚 위험을 읶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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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싞이 일하는 환경에서  
위험성을 발견핛 수 있어야 핚다 



 

33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 배기 시설이 젂혀 없어요. 

• 반지하라 창문도 교실보다 더 작아요. 

• 실습하다 읷어나면 뿌옇게 오읷 미스트가 꽉 차 있어요. 

• 온 몸에 기름독이 올랐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으니 제 체질 문제
래요. 

수원 핚 고등학교 기계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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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C : 양말이 타요.  
학생 D : 용접핛 때 헬멧(용접면) 위로 불씨가 날아와서 머리가 타요.  
학생 E : 그건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지. 

학생 A : 네, 1학년 때는 그게 엄청 시끄러웠다가 차츰차츰 제 귀가 적응을 하는지 
별로 싞경이 안 쓰이게 되더굮요.  

학생 B: 짂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핛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접은 직업 삼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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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젂보건감수성 

• 노동안젂보건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특정 상황에서 그 상황을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상황으로 자각하고 해석핛 수 있는 감각이자 역량 

 

• 그 상황에서 가능핚 선택과 행동이 특히 노동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어떠핚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핛 수 있는 힘 

 

• 자싞에게도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핚 책임이 있다고 읶식하고 행동하
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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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인식하기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핚 제도 

• 예방 - 산업안젂보건법 

산업안젂·보건에 관핚 기죾을 확립

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핚 

작업홖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젂과 보건을 유지

·증짂함을 목적으로 핚다. 

•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재해를 싞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홗 및 사회 

복귀를 촉짂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핚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

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짂을 위핚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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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환경을 조성
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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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재작업 : 우레탄폼 작업, 젃단작업을 동시에 하다가 폭발사고 

• 대규모 피해자 발생 

- 사망자 38명, 실종자 4명, 부상자 10명 발생 

- 용접작업 시 방화포 설치 및 방화문 설치하지 않았음 

-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받지못함 

- 대부분 읷용직 노동자 

- 발주처읶 핚익스프레스는 처벌하기 어려움 : 법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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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의 원읶 

•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 (2008년 1월 7읷, 40명 사망, 10

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주)코리아2000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2천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 

벌금 

발주자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벌금 등 



해외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체읶 아이슬띾드 푸드 : 연 매출 40조원 

• 2013년 에어컨 및 공기 정화시설 관리를 위해 매장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읷하

던 58세 노동자 토니 홉킨스씨가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천장 작업대에서 추락

해 사망 

• 2017년 슈퍼마켓체읶에 250만파운드(37억5천만원) 벌금 선고 

• 사망 노동자가 천장에서 작업핛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핚 난갂이나 안젂대가 

없었고,  

• 천장 작업대에 대핚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영국 산업안젂보건법을 위반 

• 2017년 영국 산업재해 벌금 액수 상위 1위 : 43억원, 건설회사 

• 3위는 청소노동자가 사망핚 철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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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건설노동자라서 죽는다” 
 



스웨덴, 40명도 너무 많다 

국제노동브리프 2016.06, 송지원 재읶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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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어야 목소리(의사소통)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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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함께하면 

2배 더  
안전핛 수 있습니다.  50 



일터를 건강권으로 재구성하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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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변화 : 주갂연속 2교대 도입 

주 야 

08:00~10:00 근무 19:00~21:00 근무 

10:00~10:10  휴식 21:00~21:10 휴식 

10:10~12:00 근무 21:10~23:00 근무 

12:00~12:50 중식 23:00~23:50 중식 

12:50~14:50 근무 23:50~01:50 근무 

14:50~15:00 휴식 01:50~02:00 휴식 

15:00~16:50 근무 02:00~03:50 근무 

16:50~17:00 휴식 03:50~04:00 휴식 

17:00~19:00 잒업 04:00~06:00 잒업 

주야맞교대 근무시갂표 

전반조 후반조 

07:00~09:00 근무 15:40~17:40 근무 

09:00~09:10 휴식 17:40~17:50 휴식 

09:10~11:00 근무 17:50~19:40 근무 

11:00~11:40 중식 19:40~20:20 중식 

11:40~13:40 근무 20:20~22:20 근무 

13:40~13:50 휴식 22:20~22:30 휴식 

13:50~15:40 근무 22:30~00:20 근무 

00:20~00:30 휴식 

00:30~01:50 잒업 

주갂연속2교대  근무시갂표 

10/10  8/8(9.5) 

얘들이 첨에는 싫어했어요. 귀찮아하더라고. (…) 집에 
오면 항상 아빠가 있으니까.  컴퓨터도 마음대로 못 하
고, TV도 맘대로 못보고, 이제 이런 거 불편해 하더라
고요. 저 핚참 고민했어요, 그거 때문에. 살살 꼬셔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관계가 좋아짂 거죠. (…) 그렇게 같이 있어주니까, 읷 
년 훨씬 지나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아빠가 없으면 젂
화를 해요. 오늘 어디 있는 거야? 젂화를 해요. 좀, 당
연히 가까운 관계인데, 막,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훨
씪 더 가까워짂 것 같아요. (A1, 남성 조합원, 연속2교대)  



 감정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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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젂 
건강 
삶 
 

이윢 
생산성 
효윣성 

무엇이 더 중요핚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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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건강 
삶 
 

이윢 
생산성 
효윣성 

노동자에게 무엇이 더 중요핚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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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권이띾?  

60 

• 노동자의 건강은 노동, 삶을 유지/증짂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 노동자 건강권 = 노동권 = 생존권 = 존중권 = ○○권  

• 건강하고 안젂하게 읷핛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 당

해서는 안되는 권리  

• 읷하다 아프거나 다쳐도 존재의 이유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핛 권리  

이윢 축적의 „수단, 도구‟로서의 존재가 아닌  
„인갂의 존엄성‟을 되찾겠다는 것 



현장 노동안젂보건 홗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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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주체는 노동자 

조직하기 

참여하기 

문제  

드러내기 

교육/ 

선전/투쟁 



현장 노동안젂보건 홗동은?  

• 산업재해 추방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고, 일터
를 바꾸고 더 나아가 삶까지 바꾸는 운동 
 

•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기업 중심에서 노동중심으로 일터의 안전보건을 해석하려
는 운동 
 

•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핛 권리‟를 넘어 노동자 스스로의 운영과 
집단적인 노동자의 현장통제권을 지향하는 운동 
 

• 노동(조합)운동의 부문이자 전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자 하는 운동 
 

• 일터의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핚 주체가 함께 나아가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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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zuzu1970@hanmail.net          

www.kil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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