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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qH Newsletter

   이번 호의 <시선>과 <논설>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및 집단

발병 관련 꼭지로 구성하였다. 최근 국외 학술논문에 연구근거

를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이 주제는 아

직도 뜨거운 전선에 서있다. 학술연구의 사회운동으로 역할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연구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

권지킴이(SHARPs)>의 헌신은 한국의 건강형평성 연구자들에

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 신설한 <시선> 꼭지는 국내외에 발표하였던 연구

를 압축적으로 소개하여, 한 연구자의 연구 지향과 이에 따라 수

행한 연구의 개요를 쉽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논의의 마중물로 

구실함을 목표로 한다. 학회 회원 및 관심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기대한다.

☞ 기고 문의: 출판편집위원  (kimyumi@dau.ac.kr)

 시선 (視線)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현주 (단국대학교),

임신예 (경희대학교),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Paper.

Ÿ 제목: Leukemia and Non-Hodgkin Lymphoma in 
Semiconductor Industry Workers in Korea

Ÿ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 and 
Environmental Health 18(2), 147-153. 2012.

Ÿ 저자: Inah Kim, Hyun J. Kim, Sin Y. Lim, Jungok 
Kongyoo

업병, 산업재해문제를 다루는 산업보건분야와 환

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인 환경보건분야를 아

우르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IJOEH(직업환경보건국제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이 2012년 7월에 발간된 최신호(계간지, 4-6월호, 

Vol18, No2)에서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

다. IJOEH는 한국의 직업환경의학(구 산업의학)분야 여성

전문가 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학술논문 “한국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문제 

(Leukemia and non-Hodgkin lymphoma in semiconductor 

industry workers in Korea)”를 ‘특별기고(special 

contribution’로 게재했다. 

IJOEH는 해당호의 주요논문들을 소개하는 학술지의 서문

격인 사설논문(editorial)에서 삼성관련 논문을 단독으로 자

세히 언급하면서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

설논문의 제목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암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 삼성사례 (A heroic struggle to 

understand the risk of cancers among workers in the 

eletronics industry: the case of Samsung)”이다. IJOEH는 삼

성반도체에 다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진을 학술지 표지사진으로 소개하여 삼성문제에 대한 국

제 관련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IJOEH에 게재된 논문의 공동저자들은 “ 반도체노동자들에

게 나타난 병리학적으로 유사한 암인 백혈병과 비호지킨림

프종 문제가 한국의 주요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다 ”고 

논문작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논문은 반올림으로 알려진 시

민단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SHARPs)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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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58건의 발암 사례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이중 분석

기준에 적합한 정보가 확보된 17건에 대해서 정밀분석했다

고 밝히고 있다. 저자들은 2007년11월부터 2011년1월사이

에 진단된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한 17건의 백

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사례에 대해 인구학적특성, 직업력

과 병력 등을 정밀분석했더니 “ 진단당시 연령이 평균 28.5

세로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입사년도부터 진단년도까지의 

평균 잠복기는 104.3개월(8년7개월)이었다 ”고 밝혔다. 논

문은 “ 삼성측의 거부로 공장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이

들 노동자들의 질병과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9년 서울대산학협력단의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와,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

구원의 조사에서 벤젠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비소, 이

온화방사선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은 이 논문

에서 저자들이 소개한 삼성노동자들의 발암문제가 삼성반

도체 공정상의 위해물질 노출과 연관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저자들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반도체산업 노동

자들의 암발생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관련성이 밝혀지

지 않아 왔다고 소개하면서, 삼성문제의 경우“ 반도체공장

에서의 노출과 질병(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과의 원인관

련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삼성이 자체산업보건연구소, 

보상정책의 개선, 유해물질관리강화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기업비밀을 이유로 그동안 사용해온 유해화학물

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삼성이 

기업문화와 정책을 전환하여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사전예

방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노동자의 알

권리는 존중하도록 권고한다. 나아가 관련연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들에게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조사를 개방하여 

반도체산업의 산업보건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다. 저자들은 “ 사전예방원칙을 지켜 반도체산업의 노동자

들이 건강하지 못한 작업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고 결론맺고 있다. 

다음 3개의 표는 이 논문에 실린 것으로 한글로 옮겨 소개

한다. 

산업보건과 환경보건문제를 사회과학(social science)차원에

서 다루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IJOEH가 삼성백혈병문제

를 비중있게 다루어 관련 국제학계에 알림으로써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쟁이 되어 온 한국반도체산업의 작업

장안전문제가 “ 독립적이고 공식적인 추가연구필요 ” 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인지도가 높은 국제학술지에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것은 관련분야에서 손꼽히는 복수의 

전문가들이 제출된 논문을 몇차례 정밀검토(peer reviews)

한 끝에 게재(publish)를 결정(accpet)한 것으로, 해당 논문

이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성과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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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피해자들이 노동인권단체 및 산업보건단체에 피해를 

호소함으로써 알려지기 시작한 이 문제는 유사한 피해사례

가 꾸준히 접수되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당사자

인 삼성측과 정부가 직업관련성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논란

을 불렀다. 2009년에 노동부의 주선으로 삼성전자, 하이닉

스, 엠코(ATK) 등 3개 국내반도체사업체에 대한 작업현장

조사가 서울대산학협력단(책임자 백도명 보건대학원 교수)

에 의해 이루어졌다. 삼성측의 대외비 조치로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다가 국회를 통해 ‘미량이지만 발암물질인 벤

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전까지 발암물질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삼성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피해노동

자 및 유족 5명이 제기한 산재보험청구 소송에서 2명의 백

혈병사례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2년 2월, 정부산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3

년간(2009년~2011년)의 삼성반도체, 하이닉스, 페어차일드

코리아 반도체 사업장의 가공 및 조립 라인 작업환경 정밀 

조사결과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비소, 

이온화방사선 등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삼성측이 2000년이래 생산공정을 자동화하여 작업

자들에게 이러한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

다는 주장의 진위를 의심케 한다.   

한편, 삼성은 국내연구자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미국의 민간

기업 ‘인바이런(Environ)’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정작 조사

보고서를 국내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삼성은 

2012년 3월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국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산업보건학술단체) 연례학술대

회에서 ‘미국계 연구기업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아무런 문

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에 발

표사진을 소개했는데 <ICOH Verifies ‘Samsung’s Safe 

Working Environment’>라고 즉, <국제산업보건위원회가 

‘삼성의 작업환경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검증)했

다>고 사진설명을 달아 ‘마치 위원회가 삼성의 작업환경안

전문제를 인증해준 것처럼 표현하여’ 고의적 왜곡논란을 

불렀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2년 4월9일자 보도자료 및 

반일로미 4월25일자 기자회견 자료집 참조) 당시 학회에 

참가했던 백도명 교수가 귀국후 이러한 사실을 국내 ICOH 

회원과 ICOH의 일본인 회장에게 알리자 삼성측은 

<Environ Published ‘Safe Working Environment of 

Samsung’ at ICOH>라고 즉 <ICOH 에서 엔바이론이 ‘삼성

의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해 발표했다>고 고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 위의 내용은 환경보건시민센터(ACCEH)와 반올림(반도체노동

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SHARPs)의 2012년 7월 25일 보도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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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 (論說) 

계속되는 죽음과 그 속의 이야기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이잉~”

책상위에 놓아 둔 핸드폰이 문자가 왔음을 알린다.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직업환경의학회에서 지원하는 전자산

업연구회 모임이 끝난 뒷풀이 자리였다. 불안해졌다. 그날 

오전 우리가 연구회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 병원에서 또 한 

목숨이 가픈 숨을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

이었다.

“이분은 군산출신으로 LCD 패널 절단하는 공정이었는데 

앞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발라주는데 ‘시큼하고 불쾌한’ 냄

새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 시간째 코와 입으로 출혈이 

계속되고 있고 의식은 없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어려워 보

입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렇게 56번째 사망자는 세상을 떠났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였다. 뇌종양으로 고생했던 윤정씨를 떠나 보낸지 한 

달만이었다. 이젠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 이들의 죽음

은 항상 무겁고 먹먹하다. 2007년 기흥공장에서 일하다가 

23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유미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시작된 죽음의 행렬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내 

나이 또래이거나 그 보다 어린 그이들의 죽음은 매번 너무 

무겁다. 

이들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때문일까? 전자산업에서 사용하

는 발암 물질 때문일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이 없었던 

것 뿐일까?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내 

머릿속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 ‘상당하다’, ‘가능성이 

있다’, ‘낮다’, ‘없다’, ‘배제 할 수 없다’ 중 무엇으로 결론

을 내릴 것인지를 고민한다. 과거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전자산업이라는 것이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100% 확실하다거나 100%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전문가가 인과성에 대해 어떤 모델

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진다. 1960년대의 

Hill’s criteria, Rothman의 sufficient cause 모형, 

counterfactual 모형이나 marginal structural 모형 등 다양한 

인과성 추론 모형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

는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역학연구를 근거로 개인

의 질병 위험을 추측하는 현재의 방식이나 95%가 안전할 

거라는 노출기준의 문제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이 법적・사회적

으로 규정된 무엇일지는 몰라도 최소한 ‘상대위험비가 2.0 

이상이면 된다’와는 다른 말이지 않은가? 결국 정답이 없는 

상황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

닐까?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자신의 답이 정답

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이들은 고통받게 되는 것이 아닐

까? 이런 질문들이, 양비론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을 고

를 지를 고심하다 보면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이런 질문이 머리를 멍하게 하던 어느날, 엑셀 파일로 정리

되어 있는 제보자들의 자료를 보다가 문득, 부서, 직무, 근

속, 진단명, 진단연도, 생년 월일 등등 컴퓨터 자료화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궁금해졌다. 나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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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이 또래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 왔을까? 

그녀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서울 출생도 아

니고 지방의 소도시 출신이 많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거나 

택시운전을 하시거나 별 직업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한 부모 

가정인 경우도 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그들은 실업계 고

등학교를 가고 또 착하게 공부도 열심히 한다. 고등학교 생

활이 채 끝나기전 실습생의 신분으로 일을 시작한다. 좋은 

회사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니까 그이들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다. 

일은 정말 많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뭐, 회사가 워낙에 잘 

나가니까, 그리고 회사가 잘 나가야 월급도 오를 거니까 그

리고 다른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다는 월급도 많으니

까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 밤낮없이 회사와 기숙사 밖에 모

르는 생활을 하고 쉬는 날이면 잠깐 집에 다녀오거나 시내

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도 떤다. 부모님에 생활비를 보태드

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러다가 어느 날 희귀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치

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동안 들어놓은 보험도 신

청하고 해보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의 치료비를 감당하

기는 어렵다. 항암치료라도 받으려고 지방과 서울을 오가다 

보면 길거리에 뿌리는 돈도 장난이 아니다. 그나마 집에 있

던 것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내다팔고 여기저기서 빚

도 끌어다 써 보지만 가정 형편은 더 나빠진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도 있다.

그이들은 참으로 비슷한 삶을 살았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했던가? 그이들의 생애주기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것의 집약체를 보는 느낌이었다. 여성, 빈

곤, 교육, 사회적 자본,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열악한 노

동조건 등등... 평생 뭐 하나 유리한 조건인 적이 없었던 그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그들의 화사한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마,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그이들의 

죽음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이 사라진다면 

건강형평성이 달성된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우리는 이들이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모

든 관심이 쏠려 있지만, 그이들의 삶도 그녀들이 그 나이에 

죽게 만든 원인인 것은 아닐까? 발암 물질이라도 나온 다

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

다면 무엇이 그녀들의 고단한 삶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너무나 착해서, 더 슬픈 그들의 죽음 앞에서 소위 전문가라

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만이 망

각의 강 레테를 넘어가는 그녀들의 상여에 조그마한 꽃 한 

송이 띄우는 일이 될 것이다.

(끝)

 시론� (時論) 

지방 정부 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전략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방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의 많은 부분은 거시사회적이고 정치

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전

국이 일일 생활권이고 고밀도 개발이 특징인 한국사회에서 

장소나 지역성의 의미는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를 지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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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비해 더욱 미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

들의 건강과 관련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만일 지방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이라는 가정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청, 구청, 주민센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고 상상해보자. 당장 도시는 생활쓰

레기로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식당의 위생 관리감독, 저소

득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층 산모와 영

유아의 영양지원 프로그램, 여름철 전염병 예방 사업, 겨울

의 도로 제설 작업 등이 모두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 심지어 그 목적

이 건강과 관련이 없는 많은 일들 - 이를테면 도로 유지보

수에서부터 도심재개발 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에 이르기까지 - 조차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다. 

“지방 정부는 스스로 권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국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는 IDeA 보고

서의 문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Campbell, 2010).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방정부 스스로도 시

민들의 건강증진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지 않

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수준에서 건강불평등 

완화정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모색한 영국의 Lyons 보

고서는 지방정부의 현대적 역할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

적했다. ① 우선 지방 정부는 별도의 독자적 체계라기보다 

단일한 정부 체계의 일부분이면서, 지역 시민의 필요 충족

에 초점을 둔다. ② 시장이나 준(準) 시장 기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반드시 집합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영역이 존재

하며, 지방정부는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의 안녕을 추

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③ 지역 혹은 장소라는 개념은 여전

히 타당하다. 지역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지역 수준에서 유연하고 반응적

인 대응이 오히려 더욱 필요해졌다. ④ 지역은 불평등 재생

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국가적인 최저표준이 뒷

받침된 상태에서 지역적 선택과 변이를 채택함으로써 오히

려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관리된 격차 (managed difference)’라는 개념으로 추

상화될 수 있다. 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훨씬 쉽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가 증진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지역의 독특한 필요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

다 (Lyons, 2007).

방정부의 다면적 역할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잘 알려져 있듯,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나 혹은 공중보건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

하다. 생애과정에 걸쳐 작동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

인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다중적 정체

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상호 배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작동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다

룬다. 

 ① 보건 및 비보건 영역에 대한 기획 (planning): 지방정부

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물론 도시개발 계획 등 지역과 관

련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시민들

의 생활환경에 전반적인 ‘방향성’과 ‘틀’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다.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 수

립’도 이러한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 보건의료 영역의 

기획도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②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직접 공급자 (provider): 지방정

부는 시립병원, 보건소, 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시설 

등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금연 프로그램, 비만 사업 등 공중

보건 프로그램들을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에서 

이러한 보건 및 사회서비스들의 상당 부분이 민간을 통해 

공급되며, 수량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직접 공급은 미미한 

수준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 공급자들은 해당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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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유지하고 모범을 제시하며 선도하는 ‘유의미한 

소수’의 지위를 갖는다.    

 ③ 영향력 있는 구매자 (purchaser) 혹은 위탁자 

(commissioner): 또한 지방정부는 다양한 소비재와 서비스

의 대량구매자이자 영향력 있는 위탁자이기도 하다. 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위탁

을 거쳐 민간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나 이곳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지방정부는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문구 구매에서부터 대형 공사 발주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

는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구매자이기도 하다. 예컨대, 지방

정부가 발주하는 건물 공사에 수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의 안전보건 조건을 완비해야 한다던가, 청사 내 급식으로

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

은 직접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④ 고용주: 지방정부는 또한 스스로 고용주이기도 하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고용주인 경우도 있다. 그리

고 정규직 공무원들 뿐 아니라 파견/용역/하청/위탁업체 노

동자들의 원청 고용주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직무스트레스 문제, 산하 의료기관 보건의

료 노동자들의 교대근무 문제,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의 안전보건 문제와 최저임

금 보장, 고용안전성 보장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해당 노동자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도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⑤ 집행 (enforcement) 혹은 규제 (regulation): 지방정부의 

가장 일상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집행과 규제 기능이다. 

식품안전과 소방안전은 물론, 공공장소 흡연 규제, 상하수 

처리와 폐기물 수거 같은 일이 모두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

을 유지하는 기능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⑥ 정치적 리더십 혹은 지렛대 역할: 지방 정부는 해당 지

역 내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조직/기관들을 포괄하고 

조율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는다. 지방정부가 지역 내 모

든 현안을 직접 다루거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에 공공과 민간 부문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율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결정요

인을 다루기 위해 이러한 리더십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

라 지방 정부의 선도적인 활동은 중앙정부나 전국적 차원

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서울’은 그 규모나 역사적․정치적 상

징성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서울시의 선도적 활동과 

모범사례들은 다른 지방 정부와 자치단체로의 확산, 중앙정

부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강력한 공공’으로서의 지방정부

CSDH (2008)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고 건강불

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공부문 (strong public 

secto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정부야

말로 바로 그러한 공공부문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건강불평등 문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프로그

램들,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제고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지방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건강과 

사회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지방정부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의 정책과 사업들에 건강형평성의 가치

가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ies)이야 말로 가장 바람직한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이

다.

 

※ 이 글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건강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요약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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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2

직업환경보건의 사회적 분석

서제희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은이: 찰스 레벤스타인

․옮긴이: 김명희, 김승섭, 김재영

․출판사: 한울

․출판년도: 2012

건학과 예방의학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전공이 산

업의학이 아니라는 핑계로 잘 알지 못하고 잘 알

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보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게기는 작년에 ‘보건관리대행’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이

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건관리대행’이다. 

여기서 내가 경험했던 일은 여러 사업체를 돌아다니며 노

동자들을 직접만나 그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근로환경

을 파악하고,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 

등이었다. 이 경험과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연구진과 함께한 

국가 암 관리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작업 중 발암물질을 

포함한 위험 물질에의 노출을 포함한 노동 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것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건학을 공

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The Point of 

Production)」이 처음 국내에 발간되었던 몇 년 전만 하더

라도 나는 답습적으로 내 연구 논문에 직업 또는 직종 등을 

연구 변수로 포함시켰을 뿐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

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정말 반

가운 마음이 들 정도로 노동과 건강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은 달라져 있었기에 매우 흥미롭게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

었다.

이 책은 찰스 레벤스타인이 존 우딩과 함께 쓴 노동자 건강

의 정치경제학(The Point of Production)」의 후속편 격으

로, 전작의 분석틀을 이용한 구체적인 연구 중에서 New 

Solu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Policy에 게재된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특히 전작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던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 환경과의 관계, 

젠더 이슈 문제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책은 총 4부로 이

루어져 있는데 1부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노동

과 건강에 대한 연구들이다. 저자들은 브라질과 멕시코 노

동자들이 거대 자본과 사유화 등으로 인한 점점 더 빈곤하

게 되는 것과 노동 환경에 대한 국가 규제가 완화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부는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과농작에 쓰이는 

발암성 농약인 알라를 둘러싼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

까지의 논란과 사건을 통해 환경 규제의 허점과 그것의 의

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환경과 노동, 보

건 부문의 분절적 규제와 행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폐

해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제 3부에서는 노동관계와 젠

더 문제의 교차 영역에 대한 이슈들과 논란, 연구 결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 4부는 노동 환경과 노동자 

건강을 연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슈와 논의를 담고 있다. 그리고 각 장의 끝부분에는 역자

들의 코멘트가 꽤 장문의 글로 작성되어 있는데 한국적 맥

락에서 각각의 이슈를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장면과 경험 몇 가지. 작년에 방문

했던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사업주는 회사의 이윤만을 고

려할 뿐,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보였

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들이 형식적일지라도 산업안전보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행동은 취하는 반면, 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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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것 이외의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

고 있었다(사위가 검사라는 것이 그러한 태도의 이유였던 

것일까?). 위해 환경 관리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이거니와 식당에 고장난 컵 자외선 소독기가 그대로 몇 년

째 방치되어 있었고 따로 물컵을 비치하지도 않아서 노동

자들이 식사 후 물을 마시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 

사업주에게 노동자들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 노동자들에게 

그 회사는 어떤 의미인 것일까? 자본과 이윤 앞에서 사람

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에 대

하여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은 많았다. 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작업

환경이 기준치를 넘으면 행정적 절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하는 것, 측정치를 왜곡하는 것 등을 

당연하게 행하고 있었으며, 대기업들은 외주 업체 노동자들

을 위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공정에 배치하여 그 부담을 

다 떠넘기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계속적으

로 개정되어 표면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규제 정책이 강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이러한 상황들이 만연한 것일

까? 이 책에서도 언급되고 있듯 노동 환경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형식적인 규제로 인하여 노동자 건강 증진과 보호

가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이는 뒷전이고 발암 물질과 소음

과 같은 위해 물질 및 환경이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다. 또

한 노동자 건강의 관리를 공적 부문에서 책임지지 않고, 보

건관리대행업자와 같은 사적 영역으로 위임함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건강이 시장에서 가격에 의해 흥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보건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

기만 하다.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

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 순간이 많았다. 보건관리 대

행을 경험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이 전 세

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것이라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

기도 했고, 지금껏 무지했던 나를 다시 반성하는 계기도 되

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동은 자아실현의 계기이기도 

하고 생활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

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자본과 이윤이라는 것 때문에 노

동의 가치, 나아가 노동자의 가치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나처럼 이러한 부조리를 잠깐이라도 경험하고, 

희미하게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학회 회원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보시라!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편

과 함께 읽으시기를 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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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동향�
(2012.04~2012.07)

 기 명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다음의 목록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발간

된 한국과 관련된 건강불평등 연구 논문, 학위논문 및 단행

본이다. 논문 검색은 해외에서 출판된 논문의 경우 Pubmed

에서 Korea와  socioeconomic, social, employment, 

inequality(ies), inequity, equity의 조합(예, 

(inequity[Title/Abstract]) AND korea[Title/Abstract])을 검색

어로 이용하였다. 국내논문은 DBpia의 키워드 검색에서 

‘불평등’, ‘형평성’ ‘사회경제’ ‘사회+건강’을, RISS에서 ‘건

강’과 ‘불평등’, ‘형평성’ ‘사회계층’, ‘사회계급’, ‘사회경제

+건강’, ‘사회+건강’의 조합을 검색어로 이용하였다. 학위

논문 및 단행본은 마찬가지 검색어를 이용하여 RISS를 통

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학술지 논문>
Ÿ 고정은, 이선혜 (2012)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322-351 

Ÿ 권영채, 장동민 (2012) 심질환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 

변이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3):207-218 

Ÿ 김동배, 유병선, 이정은 (2012) 노인의 건강불평등: 
교육불평등에 따른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3(1):117-142 

Ÿ 김민아, 이재희 (2012) 소아암 완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욕구.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8(1):19-28 

Ÿ 김상미, 김동식 (20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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