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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현대 산업사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

로자가 직면하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

정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

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

관계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

병 소송이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기준

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을 준

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선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기준

을 살펴본 후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의 분배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기준으로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률요건분류설과는

다른 증명책임 분배 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증명책임

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

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되, 법규의 해석 등에

있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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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판단할 때 본문-단

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체계와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을 분배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

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수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

건이라는 점에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은 증거의 편재, 전문적인 지

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대형 소송에서 공통적

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활용

되고 있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개연성이론이나 간접반증이

론을 이용한 증명책임 완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개연성이론은 그 개

념이 막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불충분한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현

대형 소송에서는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완화는 간접반증이론을 이용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례는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는 간접반증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연성이론에 따라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 밖에 해석 또는 입법을 통해 증명책임 전환을 주장하는 견

해도 있으나 증명책임 전환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호범위 등을 고려할 때 증명

책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역학적 증거를 이용하거나 증명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증명

방해법리를 통해 인과관계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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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 방안들은 증명곤란 문제에 대

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불충분하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인과관계의 증명 문제에 있어서는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방안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면서, 간접반증이론을 이

용하여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들에 대해 증명책임

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

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

으나, 보험재정 문제나 남소가능성 등의 문제는 증명할 사실을 적절

히 분배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증명

책임의 적절한 분배를 통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사전에 업무상 질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

반증이론을 이용한 증명책임 분배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증명책임, 간접반증, 증명책임 완

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학 번 : 2007-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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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계나 화학약품 등의 사용이

빈번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부

상, 질병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

상 또는 질병은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직면하게 되는 유해·위험요

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주의

와 노력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 자체

에 내재하는 위험을 그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그 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설비나 원료 등의 교체가 빈번하여

근로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해·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 알

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경우에도 작업환경에 어떤 유해·위험

요인인 존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생산과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험성

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나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

워진 반면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피해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의 발생에 귀책사

유가 있는 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용자



- 2 -

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보호에 충분하

지 못하다.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에 가해자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업주나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 또

는 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

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

다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구제 측면에

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

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으

로 규정하였고, 1963년에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사회보험화 하고 있다. 산업재

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측

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일상적인 사고나 질

병과 구분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

단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1)인데, 이에 따르면 업무수행성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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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하며,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 즉

업무 수행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한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업

무기인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 인정

되면 업무기인성은 추정된다고 하며,2)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성 요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업무기인성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고 한다.3) 이 때 업무기인성은 보통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

1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야 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

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인과관계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

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거나 잠복기를 거쳐

1)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223면; 김형배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2015, 528-530면; 임종률, 「노동법」, 제13판, 박영사, 2015, 470면; 김수복, “산

재보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확대에 관한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

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4. 3, 176-177면; 정완조, “업무상 재해인정”, 「비교

사법」, 제2권 제1호(통권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5. 6, 3면; 정형근, “업무상

재해와 백혈병”, 「법조」, 법조협회, 제47권 제1호, 1998. 1, 203면 등.

2) 김유성, 위의 책 223-224면; 김형배, 위의 책, 530-531면; 임종률, 위의 책, 470면

등. 다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에서 판례는 “업무상 사유

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

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

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업무수행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업무기인성이 추정되

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김유성, 위의 책, 223면; 김형배, 위의 책, 531-532면; 박지순·이주원, “산재보험

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제63호,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1. 12, 50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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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인과관계의 판단과 관련된 자

료가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마저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인과관계의 증명에는 의학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하다는 점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4)을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 보호에 소홀하게 될 수 있

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과관

계의 증명책임 분배 및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주장

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

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증명책임에 관한 입법론도 논의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도모

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

로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근

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해석론 또는 입법

론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은 무

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증명책임 대신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민사소송법」은 2002. 1. 26. 개정 이래 입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

고 증명으로 통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증명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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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직업병을 중심으로 한 인과관계의 증명책

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와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사고성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

이의 인과관계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그

특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도 주로 직업병과 관련하여 제

기되고 있고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문제 역시 직업병을 중심으로 논

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

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업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상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급여보다 근로자에게 전반적으

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점,5)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

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확실히 이

행하도록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로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

록 하고(제52조), 유족급여는 평균임금 1,300일분을 보장하며(제62조 제4항), 장

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으로 규정(제71조 제1항)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근

로기준법」은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제79조 제1항), 유족보상

으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제82조 제1항), 장의비로 평균임금 90일분을(제83

조)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 「근로기

준법」상 재해보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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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이나 3일 이내의 휴업급여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6)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

다.7)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

병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2장에서는 우선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 등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핀

후 업무상 질병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검

토한다.

다음으로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데, 업무상 질병 소송은

통상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대부분 취소소송의 형태로 제기된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

임의 소재가 정해질 것인데,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규

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살펴본 후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도출

된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과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규정하

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규정을 통하여 업무

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를 휴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7)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법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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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한

다고 해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생활보장 이념

등을 고려할 때 증명곤란의 문제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

으므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업무상 질병 소송은 공해소송이나 의료과오소송 등 현대형 소송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현대형 소송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과관계 증

명책임 완화 또는 전환 논의 및 증명책임 완화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입

법을 통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분배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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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업무상 질병에서 인과관계의 의미와 증

명책임의 소재

제1절 문제의 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

구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이외에 다른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 여부는 업무상 질병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

요한 문제가 된다.

판례는 업무상 질병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근로자가 증명하

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은 의

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의 대부분은 사업주에게 편재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질병의 원인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

급한 물질의 위험성 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에서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판례가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질병

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

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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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

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비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에는 현대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중추신경계의 구조적

손상, 감염, 환경성 손상(납, 알루미늄 중독 등), 약물 등이 이차적

발병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도인 점, 유제용제가 말초신경장해를

일으키거나 다른 유기용제의 독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으나 직접적인 운동뉴런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으며, 작업환경

측정결과 납 또는 다른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검출되더라도 모두 허용기준치 이하였던 점, 원고의 평소 건강이 양

호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 중 원고만이 유일하

게 위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작업과정에서 공기 중의 납 등 중

금속을 흡입하거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8)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인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이 되거나 악화요인이 된다고 볼 자

료가 없고, 또한 망인이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면

서 디클로로메탄 등의 유기용매를 사용하였고, 경남농업기술원이 폐

유기용매를 일정기간 실험실 실내, 복도 및 옥상 등에 적치해 놓은

적이 있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주변 환경 등에 비추

어 볼 때 망인이 악성림프종의 발병이나 악화에 이를 만큼 유기용

매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이 유기

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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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 등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상 악성림프종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악성

림프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미 발병한 악성 림프종이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인 악성림프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

인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

례9) 등이 있다. 그런데 질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다거나 그 정도가 질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사업주

에게 존재하거나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경

우 위의 사례들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근로자가 업무와 질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함으로써 근로자를 업무상 질병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

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태도가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

사실관계의 불명확이나 의학적 지식의 불충분에서 오는 불이익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므로 업무상 질병에서 근로자 보호의

9)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1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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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업무상 질병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

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근로자 보

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제2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I. 법령의 규정 형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11. 5. 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438호)」 제

3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한 재해”라고 정의하여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업무상재해의 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1. 12. 17. 개정된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법률 제3467호)」에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요

건을 삭제하고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

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개정하였고, 위 규

정은 2007. 12. 14.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

호)」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이란 표현을 “업무상

의 사유에 따른”으로 수정한 외에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개정되기 전에는 법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정의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 그 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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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부개정하여 현재는

법률의 차원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서 이를 다시 구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3에서 각 질병별로

구체적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1. 19. 법률 제133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

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

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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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

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

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34조 제1

항과 제2항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

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유형별로 인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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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

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

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

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

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

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업무 또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세부적인 병명을 명시

하면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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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발생

한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해당

하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업

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하여 업무상 질병의 요건을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고, 제78조 이하에서 재해보상의 유형을 규정하면서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업

무상 사망”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해가 “업무상” 발생하

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

1항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별표 5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질병의 발생 원인에 따라

나누면서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II.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1.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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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후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

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였고, 그 후 법 개정을 통해

두 요건을 삭제하였음에도 제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대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서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요건을 삭제한 후에도 “업무상재해는 업무수

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때는

재해자 자신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나,10)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의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11)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두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업무상 재해의 전통적인 2요건주의에 대해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요건을 의식

적으로 삭제하고 현재는 업무상 사유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탄력적인 해석

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2)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

해일 것 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

1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12)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제4판, 법문사 2001, 285면; 김형배, 앞의 책,

528면; 김수복, 앞의 글, 177면; 이흥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판례요지의 쟁점별 정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2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6, 182면; 정형근, 앞의 글, 20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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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을 뿐이다. 법 규정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

인이 존재할 것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업무수행성이라는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업무상 재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는 당연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37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성에 해당하는 내용 역시 상

당인과관계의 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사

실, 질병이 발생한 사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발생한 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종래 업무수행성 요건은

인과관계 판단의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업무수행성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독자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여전히 종래 업무수행성으로 논의된 내용은 업

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업무수행성 개념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을 “업무상

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

13) 오윤식,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한국법학

원, 2014. 2, 370-377면도 종래의 업무수행성 개념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문제가 있어 업무상 재해의 정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포괄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업무관련성과 함께 업무기

인성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업무수행성(위 주장에 따

르면 업무관련성)을 인과관계 판단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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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에 있어 업무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해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

구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

생한 재해가 업무의 영역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점은 업

무상 질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종래 업무수행성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나 시간적·장소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므

로,14) 업무 수행 전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에 수반되는 관련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15) 판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

이었다.16) 이와 같이 업무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 이외에 업무 준비 및 정리 과정에서 유해물

질을 사용하는 등 그에 수반되는 활동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

급하거나 그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의 개념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인 요건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ㄱ 된다

고 할 수 있다.

2.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1) 업무상 재해에서 인과관계의 의미

14) 임종률, 앞의 책 470면; 노병호·정용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산방안”,

「법학논고」, 제4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2, 485면 등.

15) 김유성(2005), 앞의 책, 223면;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

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노동법학」, 제3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0. 12, 476면.

16)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도12572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

10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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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도 업무상 재해

의 정의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

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업무

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파악하였고,17) 현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

고 있다. 판례 역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라고 판시18)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파악해 왔다.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해 상당성의 개념이 모호하여 구체

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본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있는 이

상 「민법」에서 유래한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 관련

성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와,19)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업무기인성의 개념을 상당인과관계보다 넓게 파악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관

17) 김유성(2005), 앞의 책, 223면; 임종률, 앞의 책 470면 등.

1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12530 판결 등.

19) 노병호·정용진, 앞의 글, 501-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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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

해,20) 근로자가 당해 종속근로관계에 규정된 행동이나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 재해를 입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관련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21) 상당인과관계설은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무과실책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는

일반적, 추상적 관점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 관점에서 결과 발생

에 중요하게 기여한 조건인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

다는 견해22) 등이 있다.

이들 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근로자의 생활보장 이념을

강조하면서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합리적 관련성이라든가 중요조건의 개

념 역시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

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규범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당성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상당성과 관련하여 위 견해들의 내용

을 참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충실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추구하는 근로자 생

20) 김수복, 앞의 글, 190-191면; 이달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질병의 업무상 판

단”, 「중앙법학」, 제15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13. 12, 357-358면.

21) 김복기, 앞의 글, 44면.

22) 유성재, “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2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118-119면. 이에 따르면 중요조건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보호목적과 보호범위를 고려하여야 한

다고 하고 있다.



- 21 -

활보장이라는 목적과 제도의 기능을 고려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

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23) 우리 판례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학적, 자연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된다고 판시24)하고

있는 것 역시 그와 같은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2)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

「민법」에서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어떤 선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이 있는 경우 양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하거나,25) 손해와 원인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의 연속성이 있

고 그 연속성이 상당성이 있는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한

다.26) 과실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민법」이나 「형법」은 예

견가능성의 유무가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판

단하는데 있어서도 예견가능성 여부를 고려하게 되지만, 산업재해보

상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나 일반인의 예

견가능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질병의 발생에 조건이

된 모든 사정을 기초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

23) 박수근, “반도체 작업공정에서 위험노출과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 「노동법학」, 제40호, 2011. 12, 제311면; 박종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고찰 - 입법기술적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노

동법학」, 제4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9, 115-116면.

2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25)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15, 167-168면.

26) 이은영, 「민법Ⅱ」, 제4판, 박영사, 20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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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단하게 된다.27)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는 해당 업무가

질병 등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개연성이 있는지와 질병의 발생이라

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과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구체

적 결과로 현실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포함하며,28) 업

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

상보험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29)

(가) 상당성 판단의 기초

상당인과관계에서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초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그 기준을 행위자에

둘 것인지, 일반인에 둘 것인지에 따라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객

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절충설의 견해가 존재한다.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절충설에 따른 규정이라 할 수 있다.30) 업무상 질병은 행

위자의 과실 여부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개인에게 발

생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질병의

발병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특수성 역시 고려할 필요

27) 이희자, 앞의 글, 482면.

28) 이희자, 위의 글, 482-483면.

2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요양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산재근로자 입증부담

완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2. 10, 68면.

30) 이달휴, 앞의 글, 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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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점에서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 역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문제된 사건에서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

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

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

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

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

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

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

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

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

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

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31)고 하여 주관적 사정

과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나) 여러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의 인과관계

3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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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과 관련하여 질병의 발생에 업무

상 원인과 업무 외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업무가 질병에 어느 정

도 기여하여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

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원인설과 상대적 유력원인설이 대립하고 있

는데, 공동원인설은 업무의 수행이 기초질병 등 경합하는 다른 원인

과 공동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고, 상대적 유력원인설은 질병 발생의 여러 원인 중에서 업무

가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32) 공동원인

설은 업무가 다른 원인과 함께 질병의 공동 원인이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 유력원인설은 업

무가 단순히 공동 원인이 되기만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서 업무가 질병을 현저히 악화

시키는 등 다른 원인에 비해 업무상 사유가 질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여러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 판례는, 벤젠과 급

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

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거나,33)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및 뇌괴

32) 노병호·정용진, 앞의 글, 490-491면; 이희자, 앞의 글, 485-487면.

3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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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라

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

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34) 공동원인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재요양과 관련하여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

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

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하여35) 상대적 유력원인설에 따르는 듯한 판시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취지의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대법원

은 재요양의 요건을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고”라고 하거나,36)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

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

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라 판시하는

등37),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인지 여부를 특별히 따지고 있지는 않

다. 따라서 재요양에 있어서 판례가 상대적 유력원인설에 따라 인과

3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3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3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50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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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인과관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상대적 유력원인설에 따르는 경우보다 공

동원인설에 따르는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여지가 더 넓어지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조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원인설에 따르는 것이 제도의 목적

과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업무상의 사유가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다른 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력하지는 않다고 하

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른 보호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원인설에 따라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다) 책임발생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

과관계의 구별 문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때 인과관계를 두 단계로 나누

어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고,38) 이에 영향을 받아 업무상 재해의 상

당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책임발생적 인과관계(책임설정적 인과관계)

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인과관계

를 두 단계로 나누어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38)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97면. 이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을 규

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책임발생적 인과관계의 근거이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763조, 제393조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의 근거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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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책임발생적 인과관계라 하고 업무상 재해와 후속적인

건강침해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라 하

면서, 업무상 질병에서 전자는 조건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나 후자는

보호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그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한

다고 하거나,39) 전자는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후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거나,40) 책임발생적 인과관계 판

단의 기준으로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중요조건설이 대립하고 있

으며, 책임충족적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으로 최유력원인설, 상대적

유력원인설, 공동원인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41)

이와 같이 인과관계를 책임발생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

계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견해는 독일 손해배상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독일 민법전」 제

823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

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를 그 타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2)

이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법

익침해가 야기되어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손해를 발생시켜야 하므

로 인과관계는 행위와 법익침해 사이 및 법익침해와 손해 사이에서

이중으로 문제되는데, 전자의 인과관계를 책임발생적 인과관계, 후

자를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다.43) 독일에서 인과관계를

39) 박종희, 앞의 글, 116-117면.

4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글, 79-80면.

41) 유성재, 앞의 글, 114-124면.

42) 「Bürgerliches Gesetzbuch」 § 823 Schadensersatzpflicht (1)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das Leben, den Körper, die Gesundheit, die Freiheit, das

Eigentum oder ein sonstiges Recht eines anderen widerrechtlich verletzt, ist

dem ander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43) 에르빈 도이취(양창수 역), “독일법에서의 인과관계의 증명과 입증경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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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소

송에서 당사자가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의 문

제에서도 책임설정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과계의 차이가 발

생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과관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견해는

책임발생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우리 「민법」은 제750조

에서 “고의 또는 과실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의 개념을

요건과 효과 측면에서 달리 구성하지 않고 일원적, 통일적으로 구성

하고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책임설정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

관계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법규정에 부합하지도 않는다.44)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역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단

순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구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상

당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책임발생적 인과관계와 책임충

족적 인과관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3절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소재

I. 문제의 소재

스티스」, 제23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0. 12, 112면.

44) 박희호, “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확정을 위한 인과관계의 구별에 관한 재

론”,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17-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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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

정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03조에서 근로복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6조는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

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쟁송이

행정쟁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

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거치거나, 또는 그러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는데, 요양급여신청 불승

인처분 취소소송,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재요양연기단

축승인처분 취소소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휴

업급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로,45) 업무

상 질병에 대한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의 형태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45) 박지순·이주원,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제6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2,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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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요

건은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이므로, 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에 대

한 증명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

라서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

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지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

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원칙을 검토한 후 민사소송에서의 증

명책임 분배원칙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항이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

정한다.

II. 증명책임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이란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객관적 증명책임은 소송에서 증거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

익을 말하고, 주관적 증명책임은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주장

한 당사자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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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급되어 주장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위험 또는

그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말한다.46) 주관

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의 산물이므로 변론주의 하에서만 문제되는

반면, 객관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는 물론 직권탐지주의에서도 적용

되는데, 직권탐지주의에서도 사실의 진위불명 상태가 발생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재판할 것인지의 문제는 마

찬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증명책임은 실질적으로 심리의 최종 단계에서 문제된다. 소

송 당사자들은 변론과정에서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

하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특정한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증

명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전의 어느 단계에서든 법관이 사실관

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증명책임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

이다.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증거조사

후에도 법관이 그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

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

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때 어떤

요건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

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명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객관적 증명책임을 의미하

며,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도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이 각자의 주장

및 증명을 마쳤음에도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4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5, 532-534면; 호문혁, 「민사소송

법」, 제12판, 법문사, 2014, 5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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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의 증

명책임은 객관적 증명책임을 의미한다.

소송에서 증명책임 원칙이 가지는 의미는, 당사자는 자신이 증명책

임을 부담하는 사실에 대해 진위불명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법원은 진위불

명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때그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재판해서는 안 되고 미리 확정된 증명책임에 따라 객관적으로 재판

해야 한다는 것이다.47) 증명책임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불이익

의 분배이므로 당사자들은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증명책임에 대해 고려하게 될 것이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도 증명책

임을 고려하여 증명활동을 하게 되므로, 증명책임은 소송실체법상

청구권발생규정과 같이 소송의 개시 시 부터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소송에서 당사자의 역할 또는 소송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반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48)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어

떤 사실을 증명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법관의 자의에 따른 재판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 사법부의 신뢰 등에도 문

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증명책임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논의되는데, 형사소송의 경우 '의심

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지고 구성요건사실의 존재 여

부가 불명확한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므로 특별

47) 정선주, “법률요건분류설과 증명책임의 전환”, 「민사소송」, 제11권 제2호, 한

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11, 134면.

48) 정선주, 위의 글, 135면; 홍기문, “특수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 「민사

법학」, 제8호, 한국민사법학회, 1990. 4, 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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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아닌 한 객관적 증명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명책임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문제되는데, 행정소송에 직권탐지

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 결과 사실의 진위불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은 증명책임을 고려하여 판결

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의 증명책임 분배는 민사소

송의 증명책임분배 원칙을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III.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원칙

증명책임의 분배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문제이며, 따라서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관점은 공평의 이념이다.49)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어떻게 분

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해

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법률요건분류설 내에서도

증명책임분배에 관하여 여러 학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내

용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를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

명책임을 부담하고, 권리를 방해 또는 소멸시키는 사실은 그 상대방

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50) 현재 법률요건분류설 중에서도

지배적인 견해는 로젠베르크가 주장한 규범설인데, 규범설은 실체법

규범의 법적 성질을 토대로 법조문의 상호 관계에서 증명책임의 분

배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권리발생의 기초가 되는 권리근거규

49) 정선주, 위의 글, 135-136면.

50) 신은주,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연구”, 「고시계」, 제18권 제1

호, 고시연구사, 1991. 1, 180면; 이시윤, 앞의 책,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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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법률효과의 발생을 방해하는 권

리방해규정, 법률효과를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권리소멸규정, 법률

효과의 실현을 배제하거나 저지하는 권리저지규정은 그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이다.51) 증명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을 증

명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 불이익 역시

유리한 요건사실을 증명하려고 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결론은

증명책임의 개념에 비추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요건분류설이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요건사실이 어느 당

사자에게 유리한 법률요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법자가 법규정을

통해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

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과실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

기 위한 요건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의 원칙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

가 부담한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

51) 반흥식, “독일법의 증명책임과 증명경감론의 전개와 동향 -Rosenberg와 Schab

의 공헌과 실체법상의 새 규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2012. 11, 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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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일단 손해배상책임이 성

립하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

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고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

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의, 과

실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은 제756조, 제758조 제759조의 특수불법행

위책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역시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조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제4조에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

해서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조업자

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

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

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

실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하여야 면책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의·과

실을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제조업자 등에

게 면책사유를 증명하도록 증명책임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증명책임 전환의 사례로 들고 있는 규정에 대해, 증명책

임 분배 기준에 관한 규범설에 따르는 경우 고의·과실 등의 증명을

가해자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증명책임이 전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규범설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의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

다.52) 하지만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기준과 다르게 법 규정에서

52) 정선주, 앞의 글, 143-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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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을 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증명책임이 법률에 의해

전환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증명책

임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부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 생각

한다.

IV.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1. 견해의 대립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절차 등에 관

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

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의 증명책임 분배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분배원칙을 준용하게 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민사소송법」의 규

정 또는 원칙을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행

정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역시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 적절히 변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를 민사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분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견해의 대

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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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책임설

과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해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정력에 의해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위법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책임설이 주장된 바 있고,53) 초기 판례

도 “원고가 피고의 행정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이것을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

주의가 가미되었다고 하여서 위의 입증책임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라고 하여 이에 따른 판시54)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

책임설은 공정력의 개념을 오해한 것에서 나온 주장으로, 현재는 공

정력을 잠정적 통용력에 불과한 절차적인 효력에 불과하다고 이해

하므로 공정력과 증명책임의 분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

으며,55)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원고책임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없

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 역시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

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고, 그 견해를 행정처분의 공정

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위 입증책임과 처분의 공정

력은 전연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여56) 원고책임설을 배척한

바 있다.

53) 강명옥, 「행정법 下」, 서울고시학회, 1960, 209면.

54)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누157 판결.

55)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5판, 박영사, 2016, 1319면.

56)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누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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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요건분류설

현재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주장되는 견해는 크게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증명책임을 정하여야 한

다는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요건분류설은 민사소송의 증명책

임 분배 기준을 취소소송에서도 적용하여 실체법상 요건규정의 형

식에 따라 권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처분권한을 주장하는 자가,

권한장애규정의 요건사실은 권한을 부인하는 자가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57) 이에 따르면 권한근거규정은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소극적 처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각각 증명책임

을 부담하고, 권한장애규정은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극

적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각각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

한다고 보게 된다.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해서는 사법규정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정규정인 동시에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지만, 공법규정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취소소송에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58) 행정법관계에서는 자유의 금지, 금

지의 해제, 법률행위의 보충, 권리의무의 형성 등 그 성격을 달리하

57) 이상규, 「행정쟁송법」, 신정판, 법문사, 1997, 455-457면; 권오봉,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입증책임”, 「재판자료 제67집 행정소송에 관한 제문제(상)」, 법

원행정처, 1995. 5, 322-323면.

58)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 제20판, 법문사, 2016, 862면; 김동희, 「행정법

Ⅰ」, 제21판, 박영사, 2015, 7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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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행정처분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성질에 따라 증명책임의 분

배도 달라져야 하는데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명책임

을 분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59)

(3) 행정법독자분배설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은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진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헌법질서 하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국

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증

명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자신의 권리·이익 영역의 확장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헌법질서귀속설,60) 행정소

송에서는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설정이 곤란하므로 무엇이 가장 정

의와 공평의 이념에 합치되는가의 관점에서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행정행위의 특성, 증거와의 거리 및 행정정과 국민 사이의 증명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개별구체설61)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할 의무

가 있으므로 피고인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59)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개정28판, 박영사, 2002, 1001면.

60) 최세영,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사법논집」, 제12집, 법원행정처,

1981. 12, 487-489면; 구욱서,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저스티스」, 제34권

제3호, 한국법학원, 2001. 6, 202면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귀속설에 따라 증명책

임을 분배하되, 법률요건분류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고려하고 개별구체설의 내

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1) 박윤흔, 앞의 책, 1001-1002면; 김창조, “항고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법학

논고」, 제4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1,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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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담보설62)도 있으나, 증명책임을 행정청에게만 일방적으로 부

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공평에도 반한다는 비판에 따라

그다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정법독자분배설에 대해서는 개별구체설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증명책임을 정한다는 것은 증명책임의 본질과 기능에 반

한다는 비판이, 헌법질서귀속설은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생존

권보장의 증명책임을 국민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63)

2. 판례의 태도

우리 판례가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민

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

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피고

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

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62) 김구열·김재원·손익찬,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전자산업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통

권 제14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2014, 65면.

63) 구욱서, 앞의 글, 201-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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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라

고 하거나,64)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

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

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는데,65) 판례가 민사소송상 원

칙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와66) 행정법독자

분배설을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67)

판례가 명시적으로 행정소송의 증명책임 분배를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취소소송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 판례의 태도는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행

정소송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68) 다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판례의 태도가 실제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증명책임과는 다르게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판시를 판례는 그 다수가 조세나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허가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보이는

데,69) 조세부과는 법률에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

으므로 행정청이 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6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65)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66)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862면; 김동희, 앞의 책, 800-801면; 이상규, 앞의 책,

455면.

67) 박윤흔, 앞의 책, 1002면.

68) 박균성, 앞의 책, 1322-1323면; 구욱서, 앞의 글, 204면.

6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8 판

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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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더라도 그 결론이 같다고 할 것이고, 건축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70)의 경우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

청을 하면 족하고 이를 불허가하기 위해서는 불허가사유가 존재하

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

우에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

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거나 재량

의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 등,71)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해 예외적인 사실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이 법률

요건분류설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3. 검토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기준으로 행정법독자분배설은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증명책임의 기능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증명책임분배는 기본적으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

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2) 증명책임은 증거조사의 결과 진위불명

상태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대한 지침이 될 뿐 아니라, 소송의 단계

에서 당사자의 증명활동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하고 예

7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7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

결.

72) 권오봉, 앞의 글, 322-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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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가능하도록 정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요건분류설

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이 증명책임 분배의 절대적인 기

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73) 행정법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 보다

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행정

법규의 경우 그 법률요건을 정하는 방식과 문언의 형식이 법률에

따라 다양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권한행사규정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여 권한근

거규정과 권한장애규정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명책임을 분배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법독자분배설의 내용들을 보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기준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

습이 될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

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따른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률요건이기 때문이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소송은 취소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률요건분류

설과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73) 정선주, 앞의 글,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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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헌법질서귀속설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소송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이익영역의

확장을 구하는 형태가 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건인 상당

인과관계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개별구체설의 경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경우 누

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

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급여의 요건으

로 행정청의 해석이나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업무상 질병의

발생이라는 실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

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는 달리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등이

추가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원형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대위하는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

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사회보장청구권에 대한 취소소송과도 차이

가 있는 점,74)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극히 곤란할

수 있는 점, 증거 편재의 문제나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증

명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등

의 방법으로 소송상 공평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요건분류설과 다른 방법으로 증

명책임을 분배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한다.

74) 박지순·이주원, 앞의 글,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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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과 달리 정책적인 고려 등을 통해 법률로써

일반원칙과는 다르게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증명책임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항의 규정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V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1. 문제의 소재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

로 수정을 가하여 일반원칙과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책임의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증명책임 분배 규정으

로 논의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요건사실을 원칙과 예외로 구분

하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 본문에 대해서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예외에 해당하는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자가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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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

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

문-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 규정은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규

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형식을 기초로 법률요건분류설 중 규범설을 관철하게 되면 인

과관계를 포함하여 업무상 질병의 요건에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부

담한다고 보는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본문의 요건은

업무상 질병의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상

당인과관계의 부존재는 그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

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가

될 것이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판례 역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법률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소

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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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론

(1)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규정이 증명책임을 전

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75)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37조 제1항을 증명책임 분배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위 규

정이 본문-단서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근거로 법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원칙에 해당하는 본문 규정의 요건은 근로자가, 예외에 해

당하는 단서 규정의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

하게 되며, 입법자의 의사 역시 위 규정을 통해 그와 같이 증명책임

을 분배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7조 제1항이 처음 도입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입법과정 중 체계·자구

심사에서 원래의 정부안과는 달리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제37조 제1항 단서에 추가하였는데, 법제

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에서 법률안이 그와 같이 변경된 이

유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공단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

의 판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을 일반인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76)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입

75) 김구열·김재원·손익찬, 앞의 글, 71면; 오윤식, 앞의 글, 383-385면.

76) 강경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2007. 1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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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의사가 입법을 통해 증명책임을 전환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라고 한다.77) 그 외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

는 것이 곤란한 반면에 근로복지공단은 상당한 물적·인적 조직을 가

지고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

하는 것이 공평의 소송법적 실현이라는 증명책임 분배의 목적에 부

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생활보장적 성격에도 부합

한다는 점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2) 검토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또는 완화할 필

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단이 부담하도록 분배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

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법률의 해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문리해석이며 증명책

임 분배에 있어서도 법률의 규정이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되므로

문리해석에만 충실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본문-단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을 분배하

는 규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의 해

석방법으로 문리해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은 증명책임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입법자가 법 규정을

77) 오윤식, 위의 글, 383-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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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할 때 증명책임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모

든 경우에 있어 법 규정이 증명책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규율되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입법자가 증명책임을 고려하여 규율한 경

우라 하더라도 그 규율의 전제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법 규정 자체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해 규정의 연혁 내지

입법경위, 법규 상호간의 관련성 및 그 의미, 당해 규정의 목적 또

는 기능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의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78) 따라서 조문의 형식 이외에도 입법 과정이나 전체

법 규정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에 대한 해석을 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가) 입법자의 의사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증명책임 분배규정

이라는 견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을 입법할 때 입법자의

의사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부담하도록 하

는 데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입

법 과정을 보면,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업무상 재

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

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이동진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한국법학원, 2013. 10, 171면; 정선주, 앞의 글, 1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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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는 것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해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5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들과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위

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이 때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전부개정

법률안의 제35조의2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의2(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

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

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

는 사고

2.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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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

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② (이하 생략)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

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문구가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

7조와 같이 수정되었다. 체계자구심사 결과 전문위원 강경필이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중 업무상 재

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와 같은 수정의 이유를 “개정안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 판단기준인 상당인과관계를 제1호 바목

및 제2호 다목에서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각 목의 규정을 열

거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공단이 입증하

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을 일반인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79) 위 검토보고의 내용은 비록 상당인

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증명책임을 분배하

는 내용으로 법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기

능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수정은 증명책임 분배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79) 강경필, 앞의 글,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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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심사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

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간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

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고, 자구심사는 법률안의 용어의 적합성과 통

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80) 따라서 위원회가 가결한

법률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 가결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전부개정안 제35조의2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

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분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

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와 같이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내

용으로 법률안을 수정하는 것은 입법절차상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위

검토보고서 상의 주된 취지는, 비록 그 표현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

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가 일

반조항에 해당하는 제1항 제1호 바목 및 제2호 다목에서만 상당인과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요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 요건을 제1항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이후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보면 더욱 확실

해진다.

위 개정안에 대해 2007. 11. 19. 제17대국회 제269회 제1차법제사법위

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 심의를 하였는데,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한

80)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제3판, 박영사, 2006,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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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나 증명책임 분배와 관련된 논의는 전

혀 이루어지지 않았다.81) 위 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박세환 위원이

위 단서에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업무상 재해

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체

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굳이 단서규정에 상당인과관계를 추가한 취지

를 수차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전문위원 강경필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원

래의 개정안에 따르면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는 “그 밖에 업무

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고 하면서, 가목 내지 마

목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언급하지 않아 바목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

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를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차관 노민기는 기존 환경노동위원회 대

안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자구 정리가 잘 된 것 같다

고 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소위원장 이주영이 단서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용을 추가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전

문위원 강경필은 자구 수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

다.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하였고, 2007. 11. 23. 제269

회 제11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어82)

2007. 12. 14. 공포되었는데, 제정·개정이유에서도 상당인과관계의 증

명책임 분배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1) 현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

81) 국회사무처, “제26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

회)”, 제1호, 2007. 11, 32-34면.

82) 국회사무처, “제269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1호, 2007. 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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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

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

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을 뿐

이다.

종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점에서 만약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통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전환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었다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증명책임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상당인과관계

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

안) 검토보고”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조차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언

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

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

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에도 입법 과정에서 증명책임

분배 문제가 논의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통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증명책임을 분배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이 본문-단서의 형식을 취하

여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된 것은 입

법의 오류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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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규정의 체계 등에 대한 고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증명책임 전환규정이라고

보게 되면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업무상

재해 자체가 개념적으로 이미 인과관계의 존재를 포함하므로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규정이라기 보다는 업무상 재

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정의하면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

로자의 부상·질병·장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사유에 “따른”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사유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

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

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제37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각 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

역시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3)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증명책임 분배규정으로 보

게 되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

정되었는데 다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83) 박종희, 앞의 글, 100-101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

제1항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므로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의 내용이 인과관계

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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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음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간주규

정으로 해석되는데, 법률상 추정의 경우 반증을 통해 추정된 사실이

번복될 수 있음에 반해 간주되는 사실의 경우 그 것이 진실이 아님

을 증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간주규정은 추정규정과 차

이가 있다.84) 따라서 단순히 문언의 규정에만 충실하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규정을 증명책임 분배규정으로 해석한

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건 중 상당인과관계를 제외

한 나머지 요건을 증명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으로 간주하게 되고,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근

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점

을 번복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 밖에 위 규정을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보게 되면 증명의

개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있는데, 증명이란 법관이 요증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법관이 그와 같은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

의 노력을 말하므로,85) 증명이 성공하는 경우 요증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증명책임에 따라 요증사실이 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명의 개념상 사실의 부

존재는 직접적인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어떠한 사실의

84) 이시윤, 앞의 책, 541면.

85) 이시윤, 위의 책, 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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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증명이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간접사실을 통해 법관

이 요증사실의 부존재를 추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사실이 존

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여 법관의 확신을 얻는 것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의, 과실의 증명책임을 가해자가 증명하도록 요구

하고 있는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등이 사실상 무과

실책임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근

로복지공단이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하여 전적으로 증명책임

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근로자는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업

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업주의 출

연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특별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7조 제1항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가 그와 같은 결과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재해

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산업재해보

상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86)

86) 전광석,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 「연세법학연구」, 11권 1호, 연세법학



- 58 -

3.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규정이 입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입장에

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87) 이와 같은 판례의 기본

입장은 앞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 비추어 타당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규정이 근로

자에게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과함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을 침

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와 같은 증명책

임의 분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현

실적으로 부담하는 증명책임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

험제도를 형해화시킬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88)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규정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는 점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 2005, 171면.

8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두3944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등.

88)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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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소결

현행법의 해석상 업무상 질병 소송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는 근로자가 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상당인

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론은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다.89)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본문-

단서의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 있으나, 입법자의 의사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

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전체적

인 법규정의 체계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해석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일반원칙과 같이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는 점

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89) 조재호,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9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6,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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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곤란과

구제방안

제1절 업무상 질병에서 인과관계 증명 곤란의 문제

I.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소송 등 소위 현대형 소송의 경우

에는 증거가 당사자 일방에게 편재되어 있고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인해, 피해

자가 고의·과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이와 같은 경우 고의·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피해자에

게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할 수 있고 형평

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형 소송에서 피해

자의 증명 곤란을 고려하여 증명책임 분배 기준으로 증거거리설이

나 위험영역설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원칙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

여 증명책임을 분배하면서도 개연성이론이나 간접반증이론 등을 통

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책임 전환을 인

정하여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을 넓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증명을 위한 전문지식의 필요

성 등은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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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같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갑자기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거나 잠복기를 거

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기도 하며,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

에 의한 질병의 경우 위험요인을 오감을 통해 인지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 어떻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노

출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에 노출된 시기와 질병의 발생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

우에는 사후에 근로자에게 질병을 일으킨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당

시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및 노출의 정도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소량의 유해물질 등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었던 경우나 사업주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작업현장에

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자

신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도 있다.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라 하더라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대부

분 사업주에게 편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자료 자체가 처음

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근로자의 인과관계 증

명은 더욱 어렵게 된다.

또한 현재의 과학 및 의학의 수준에서 아직 그 원인을 밝히지 못

한 질병이 존재하기도 하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업무상 질

병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에 관한 의학적 연구 결과가 나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직 의학적 연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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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하게 된다. 근로자가 여러 유

해·위험요인에 함께 노출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적인 작

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어떠한 유

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

학 및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인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에 실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학적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용하여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이를 해석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한

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밖에도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들 사이에서 실제

로 질병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체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증상

에 업무상 질병의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별표 3을 통해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출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

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별

표 3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그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

실을 증명하면 자신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비

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도 있다.91) 하지만 별표 3이 모든 업무상 질

90) 이경희,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현대적 과제 -산재보험법상 업무범위와 심리적

부하의 기준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33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3,

230-232면; 이달휴, 앞의 글, 346-348면; 이선구, “유해물질소송에서 역학적 증거

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46-1

호, 2015. 2, 한국법학원, 257면.

9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글,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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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

우에는 여전히 인과관계의 증명이 문제될 수 있고,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실이나 노출의 정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나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업무와 질병 사

이에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에서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판례도 별표 3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기준 이외의 경우를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

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

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별표 3이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

니라고 보고 있다.92)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과관계 증

명 곤란의 문제는 남게 된다.

II.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현대 산업사회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계와 화학물질 등의 사용

이 증가하여 근로자는 일상적으로 재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면

서도, 그 위험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

에게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9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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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치료가 완료

된 후에도 근로자에게 후유증이 남아 근로능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

해보상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

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재

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

지만, 업무상 재해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특정한 가해자가 존재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있다 하더라

도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

한 소송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해 근로자가 이를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포기할 수밖

에 없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한 구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

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따른 보호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도에 그치므로 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보장 등 다양한 급

여가 건강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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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급여의

수준이 여러 조건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생활보장적 측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93) 이와 같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와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한 현

재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상의 여러 급여들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있어 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도 관

련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

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법적 성격에서

도 도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근로자

의 근로능력 훼손에 대한 손실의 전보에 그 본질이 있다는 손실보

상설, 재해를 근로자의 생활위험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보상의

목적을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에 있다고 보는 생활보장설,

손실보상적 성격과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절충설의 견해가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학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에 대해 손실보상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4) 이러한

93) 전광석, 앞의 글, 163면.

94) 김유성(2001), 앞의 책, 274면; 김형배, 앞의 책, 522면; 박상필, 「근로기준법강

의」, 제2수정판, 대왕사, 1991, 39-400면; 강봉수,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법

조」, 제35권 제3호, 법조협회, 1986. 3, 27면; 김대석·백승흠, “산업재해보상의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청주법학」, 제31권 제2호, 2009, 181-185면; 오선균,

“「산재보험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제45호, 한국노동법

학회, 2013. 3, 54면; 이경희,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법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

한 산재보험법의 대응 과제-”, 「법학연구」, 제51집, 한국법학회, 2013. 9,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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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

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

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

연금에 대한 규정(제62조 내지 제65조)과 재활 및 직장복귀를 위한

규정(제72조 내지 제75조)들을 두고 있는 등 생활보장적 성격을 반

영하고 있어 절충설에 따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중 손실보상

적 성격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생활보장적 성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호범위를 확

대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손실보장적 성격

과 함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 소송은

인과관계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다른 현

대형 소송의 피해자 보호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9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처음 제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보상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책임보험적 사상을 기초로 하였으나, 그 후 산업의 고도화를 거치면

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업

무상 재해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점차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왔으며,96) 현대사회의 업무상 재해 위험의 증가와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

이기현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법논집」, 제17집, 법원행정처, 1986. 12, 185

면 등.

95) 조재호, 앞의 글, 173면.

96) 박지순·정정임,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에 관한 정책적 과제”,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12, 135면.



- 68 -

외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의 근로자 생활보장적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97) 따라서 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업무상 질병의 범

위를 넓게 보아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업무상 질

병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곤란 문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

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대형 소송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명책임 완화

또는 전환에 대하여 살핀 후 이를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어떻게 적

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제2절 인과관계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구제방안

I. 증명책임의 완화 및 전환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제조물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책임

의 완화 또는 전환이 시도되는 이유는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 증거의 편재와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피해

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증명책임 완화·전환의 필요성은 업무상 질

병의 인과관계 증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업무상 질병 소송

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된다는 점에서는 의료소송의

97) 김복기, 앞의 글,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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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유사한 점이 있고,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가 문제되는 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해소송의 인과관계와도 유사한 점이 있으므

로, 이들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완화 및

전환에 대한 논의를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

을 것이다.98)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해서는 공해소송이나 의료과오소송 등에서

개연성 이론에 따라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이나,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간접반증이론을 응용하여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도 이와 같

은 증명책임 완화 방안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명

책임의 전환은 주로 의료과오소송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증

명책임의 완화에 그치지 않고 증명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도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을 해석에 의해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명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외에도 피해자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유해물질과 관련된 소송

에서는 역학(疫學)적 증거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도 역학적 증거를 통한

증명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고, 증명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방해법리를 통하여 업무

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지 논의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업무

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증거의 편재 문제로부터 근로

98) 양승엽,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의 정도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

헌바269 결정”, 「노동법학」, 제55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9.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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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는 주장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그 요건에 있

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증명책임의 완화

(1)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경감

(가) 개연성이론

증명이란 소송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얻도록 하는 활동이므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유

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해 법관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소위 현대형 소송이라고 하는 공해소

송이나 의료소송과 같은 경우 증거의 편재와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

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명

의 정도를 낮춤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려는 시

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개연성이론이다.

개연성이론이란 인과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증명이 법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개

연성이 있다는 점만 밝히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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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개연성이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과관계

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증명하면 충분하

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증명책임은 가해자에게 전환된다고 한다.99)

개연성이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증명책

임 분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해소송 등 현대형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의 증명도를 낮춤으로써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간의 공평에 부합하

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100)

개연성이론에 대해서는 개연성의 개념이 모호하여 어느 정도의 가

능성이 있으면 개연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심

증에 따르게 되므로 판단의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

며,101) 원고의 증명이 개연성을 밝히는 정도로 족하다면 이에 대한

피고의 반증 역시 개연성의 정도만을 다투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으로 피해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는 비판102)이 존재한다.

우리 판례는 초기 공해소송에서 개연성이론에 따라 인과관계의 증

명책임 완화를 시도한 바 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유해가

스로 인해 과수 산출이 감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개연성이

론 그 자체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

로 말하면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

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다는 다시 말하면 침해행위와 손해와

99) 신은주, 앞의 글, 186-187면.

100) 홍기문, 앞의 글, 475면.

101) 조성민, “공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집, 한양법학회,

1990. 2, 50면.

102)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제3판 보정판, 법문사, 2010, 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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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인과간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

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

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

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개연성이론을 적용하여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103)

그 밖에도 유해물질소송에서도 유해 물질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

과관계에 대해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

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

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

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104) 개연성이론에 따르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다.

(나)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개연성이론의 적

용

103)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10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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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이 문제되는 경우 우리 판례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

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자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그 증명의

정도를 경감하여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105)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를 경감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크롬가스 등이 발생

하는 제판실에서 근무하던 중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고, 그 후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는 증세가 감소된 사안에서 “기관지천식이 위 크롬

가스 등 외에도 판시와 같은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

고의 위 기관지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10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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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

을 것이다.”라고 하여,106) 질병의 원인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도 여러 사정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가 6년가량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위험이 높

은 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같은 작업장의 근로자 중에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으며, 입사 전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

나 퇴사 직전부터 사망 당시까지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고

부검 결과로도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위 망인의 고혈압 등은 위 회사 근무당시 원액 2과에서의 작업과정

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된 증상이라고 추단할 것

이고, 따라서 위 망인은 위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고혈압이 악화

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107)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1주일 만에 사

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참가인 회사의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 업무

와 함께 수질분석 업무도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

로 노출되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앞서 본 도장작업을 하고 나서 옷

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

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다

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

10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10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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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108)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

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

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

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

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

례,109) 원고가 타이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9년간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안에서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노출수치가

낮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벤젠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인자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상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

생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원고의 상병은 위와

같이 업무 수행 중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110)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판례

의 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나 근로자가

노출된 작업환경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근로자가 노출

된 유해·위험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불확

실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업무와 질

병 사인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10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10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1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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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개연성이론에 따라 증명의 정도를 경

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공장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업무와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기존의 입장

과 같이 개연성이론에 따르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하여111)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중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는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

라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중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제1, 2심 및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

다.112) 위 판결은 의학적 지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병의

발생 원인을 업무에 관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그 추정의 번복

은 회사의 증명책임으로 부과하였으며, 특히 세밀한 작업공정과 사

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 등이 전문적이었고 의학분야에서 제출된

전문가의견도 통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과 발병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113) 종래의 개연성이론

에 따라 증명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모색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반도체공장에서 확산

(반도체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판트란 물질을 주입하기 위

한 공정 중 하나) 및 습식식각(웨이퍼 표면에 회로를 만드는 광학현

상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광막을 제거하는 과정) 등의 공정에서 근무

111) 박수근, 앞의 글, 310면.

112)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113) 박수근, 앞의 글,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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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던 근로자 2명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을 업

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① 원고들이

습식식각 공정 중 밀폐된 자동설비보다 유해물질에의 노출에 취약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하면서 감광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웨이퍼를 통해 감광제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② 이온주입공정의 방사선 노출선량은 대부

분 자연방사선 수준이었으나 이상값이 존재하는데, 원고들은 작업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공정까지 왕복하였을 것으로 보

이고, 그 과정에서 가속이온주입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③ 원고들이 담당한 습식식각 또는 확

산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아르신, 황산 등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

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그룹1)과 염산, 불산,

IPA(이소프로필알콜) 등 피부나 흡기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용

된 것으로 보이고, 감광액이 열이나 빛 등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

서 벤젠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등 각 공정에서 다양

한 형태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량의 공기를 재순환시키는

환기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여러 물질들에도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④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과거의 작업환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가스검지기가 작동

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보조참가인 회사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출하

지 않고 있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원고들이 화학물질 등에 고농도

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⑤ 위 근로자들이 지속

적인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야간근로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가 암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것과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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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

는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

다. 위 판결은 원고들이 작업 당시 실제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

었다는 점이나, 노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작업환경측정 결

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이 대부분 노출기준의 1%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원고들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

을 가능성 등을 인정하였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원고들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

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

단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한 것이다.114)

한편, 1) 평탄화공정(회로를 여러 층으로 쌓는 작업이 잘 이루어지

도록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공정)과 백랩 공정

(제조 과정에서 파손을 막기 위해 두껍게 제작된 웨이퍼의 뒷면을

114) 이 사건의 제1심에서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환경수첩에 따르면 확산 및 습식식

각 공정에서 눈,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

고, 그 중 황산, TCE(트리클로로에틸렌), ACT-CMI(디메틸아세트아미드, 2-메

틸에탄올아민 혼합물) 등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캡 작업(확산 공정

에서 사용된 웨이퍼 더미 표면에 증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성

분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전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8년 역학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하

더라도 건강 근로자 효과를 고려할 때 반도체 사업장 여성 근로자의 백혈병 관

련 표준화 사망비나 표준화 암등록비가 높다는 점에서 백혈병 발병에 작업환경

이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근거로 삼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이 디캡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증거와 환

경수첩에 기재된 물질이 실제로 원고들의 작업환경에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8년 역학조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는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1심에서는 과

로가 백혈병 등의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

이므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는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야간근무 등이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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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하는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가 급성 림프구성 백

혈병이 발병한 망 황○○에 대해서는 ① 평탄화 및 백랩 공정에는

슬러리 용액만이 사용되는데 그 구성성분인 비결정질 실리카는 국

제암연구소가 인간 및 동물에게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질(그룹3)로 분류하고 있어 그 노출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작업 과정

에서 아르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환경이 유사한 2라

인의 검출량이 흔적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1라인에서 근무한 위 원

고가 아르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설비엔지니어

의 업무 특성상 단기간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

다 하더라도 위 원고가 직접 취급한 물질은 슬러리 등 암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고, ④ 사업장 내의 환기시스템상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야간

근무나 초과근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

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⑤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에 노

출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 절단·절곡 공정에서 근무하였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한

원고 김○○에 대해서는 ① 위 원고가 사업장의 환기시스템상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

능성이 있으나 그 노출의 정도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

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② 위 원고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 중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비호지킨 림프종이나

간담도암과의 연관성이 일부 인정될 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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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고 1,1,1-TCE는 국제암연구소가 인간 및 동

물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질(그룹3)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작업 중 TCE 등

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과로 등의 정도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④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를 뒷

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3) 도금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

로 근무하였다가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한 원고 송○○에 대해서

는 ① 위 원고가 도금공정에서 직접 취급한 물질 중 황산은 국제암

연구소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그룹1)로

분류하였고, 납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

물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물질(그룹2B)로 분

류하고 있으나 위 물질들이 악성 림프종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고, 주석은 발암성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위 물질들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도금공정 이외에 인쇄나 절단·절곡 공정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TCE를 사용하였을 가

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의 정도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

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③ 벤젠 등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야간

근무 등으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④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

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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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08년 역학조사에서 남성 근로자의 경우 악성 림프종 표준화

암등록비가 일반 국민보다 높다는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원고

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청구가 기각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업무

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증

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3명의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과 거의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

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개연성 이론의 한계

개연성 이론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밝히

게 되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의 인과관계

증명의 곤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연

성 이론에 따라 법관이 사안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곤

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연성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환경에 대한 자료

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그나마도 근로환경에 대한 자료가 수

집되지 않거나 질병이 장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여 자료가 보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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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또는 질병의 의학적 원인이나 원인물질의 위험성이 명확

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막연하여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지나치게 법관의 판단

에 의존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상

대방 입장에서도 어떠한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보다는

개연성의 정도를 다투면 족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어느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

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법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

출된 정도가 허용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들과 달리, 원고가 유기용매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악성림프종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

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현대의학상 악성림프종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115)

등이 있다는 점을 보면 개연성이론을 통한 증명책임 완화가 근로자

보호에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환경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완화 방안으로

초기에는 개연성 이론이 주장되었다가 현재는 이를 발전시켜 주로

간접반증이론을 통한 증명책임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위와 같

은 개연성 이론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115)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1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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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반증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경감

(가) 인과관계 증명에서 간접반증이론의 이

용

사실상 추정의 하나로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간

접사실로부터 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을 일응의 추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추정된 사실은 거의 증명된 것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명을 표현증명이라 한다. 다만 표현증명이 이루어진다

고 하여 증명책임 자체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은 표현증

명을 뒤집기 위해 표현증명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직접 증명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는 별개의 간접사실인 다른 경과를 통해

결과가 발생하였을 진지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요

건사실에 대한 표현증명을 동요시키는 것으로 족하다.116) 즉 표현증

명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이 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므로 본증의 정도로 증

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반대사실의 증명은 요건사실에 대한 증

명은 아니며 반대사실의 증명에 성공하는 경우 그 간접사실은 요건

사실에 대해서 반증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법률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의 전환까지 인정하는 이론은 아니다. 이와 같이 표현증명이 이

루어진 경우 그 상대방이 일응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표현증명

에서 이용된 간접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

는 것을 간접반증이라고 한다.117)

116) 반흥식, 앞의 글,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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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증명과 간접반증의 구조를 이용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간접반증이론을 통한 증명책임의 완화는 주로 불법

행위에서 인과관계 및 과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논의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인과관계와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현대형 소송에

서 인과관계의 전 과정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전부 증명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과과정의 일부를

원고가 증명하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고의 간접반증의 대상으로 하

여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118) 과실의 증

명에서도 간접반증이론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

에 대한 표현증명이 인정되면 피해자로서는 사건의 경위에 대한 상

세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인과관계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판례 역시 의료과오소송과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에서

간접반증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현대형

소송에서 판례가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

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에까지 나아

가는 것은 무리라는 전제 하에 피해자와 의사 사이의 공평을 기한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9)

일반적으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한 리딩케이스라고 하는, 공장 폐

수로 인한 김 양식장의 피해에 대한 사건에서 판례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과학수준의 한계로

117) 이시윤, 앞의 책, 544면.

118) 이시윤, 위의 책, 544-545면.

119)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과실의 입증책임”, 「법학연구」,

제3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12,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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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가해기업이 원인조

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

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

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증명과 관련하여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

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 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

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

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

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120) 위 판결은 폐수 배

출과 양식 김에 대한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경과를 ①

폐수의 배출, ② 배출된 폐수의 도달, ③ 폐수에 김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물질의 존재, ④ 김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농도의 원인물질 존재, ⑤ 김 생육에 피해 발생으로 나누고, 피

해자가 첫 번째, 두 번째 및 다섯 번째 사실만을 증명하면 나머지

사실은 가해자 측에서 반대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21)

12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21) 이와 같은 증명책임 완화는 엄밀히 말하면 간접반증의 구조와 차이가 있다.

간접반증은 표현증명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해 양립 가능한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항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인데, 위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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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도 판례는, 의료 과정은 의사만이 알 수 있고, 의

료 기법에는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일반인이 환자가 인과관

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고 하면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

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

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

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

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

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

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

시122)한 이래 역시 의료과오 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즉 의료과오소송에서 판례는 인과관

계를 인정하기 위한 경과 중에서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 존재 및 의

료행위 이전에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인과관

계를 추정하고, 의사가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로 전혀 다

른 원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내용은 가해자가 손해의 발생이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여 부

인(否認)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 간접사실의 일부를 가해자에게 증명하도록 분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넓게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한 증명책임 완화로 논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글

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간접반증이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2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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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대한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서도 판례는 의료과오소송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2000. 1. 12. 제조물의 결함으

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

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제

정되었는데,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해

서는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종래 판례의 입

장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는 제품의 생산

과정은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으며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과학적·기

술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

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

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

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

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

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에 맞는 것”이라고 하여123) 역시 간접반증이론을 통하여 제조물책임

소송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위

와 같은 증명책임 완화를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제조물의 하자로 인

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도 적용하고 있다.124)

12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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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간접반증이론의

적용

업무상 질병 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현대형 소송에서와 같이 간접

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판례가 현대형 소송에서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근거로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이 극히 곤란하고 가해 기업의 원인조

사가 훨씬 용이하며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거나(공해소송의

경우), 인과관계 증명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전

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점(의료과오소송의 경우)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 등을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근거들은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그대로 적

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의학 및 과학 수준

의 한계로 인해 인과관계의 해명이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분야가

있고,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사업주가 업무상 질병 인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그 원인을 은폐할 우려가 있으며,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로

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

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

활보장까지도 제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 소송에

12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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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접반증이론을 통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도 간접반증이론에 따라

증명책임의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해당 사건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으므로,125) 간접반증이론에 따

른 증명책임 완화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 판례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

여 간접반증이론을 도입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한 증명책임 완화를 시도하였다

는 점에서, 근로자의 인과관계 증명 곤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

는 데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 사건의 항소심

에서는 6가 크롬 등 유해물질로 인해 부비동암이 발병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작업현장에서의 생산과정이나 구성성분, 그로 인

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등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

이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피재 근로자 또는 유족들과 같은 일

반인들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당시의 과학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물질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

가 많은데다가, 피재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관련된 공공 보험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

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

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

12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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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정상적

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되었고 한편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그런데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질병에 걸리게 되

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 측 또는 국

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발병

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

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

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비동암

이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거나 6가 크롬 등 발암성 추정물

질의 농도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였다는 등 특단의 사

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

였다.126)

위 판결의 내용과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에서 간접반증이론을 통

한 증명책임 완화를 참고하여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각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들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근로자가 ① 업무환경에

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고 ② 그 유

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 ③ 질병이 발생하였을 것, ④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을 것을 증명하면, 근로복지공

126)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누8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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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① 업무환경에서 노출된 유해·위험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없거나 그 정도가 인체에 무해한 사실 또는 ②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

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위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기존에 대

법원이 개연성이론에 따른 판단을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한 사안들을 재검토해 보면, 중금속 등으로 인

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문제된 사안127)에서는 근로자가 작업환경

에서 질병의 이차적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중금속이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평소 건강이 양호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였다면, 근로

복지공단이 근로자가 노출된 중금속이나 유기용제가 위 질병의 발

병원인이 될 수 없거나 노출된 정도가 인체에 무해한 사실 또는 위

질병이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업

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은 희귀 질병으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

혀져 있지 않은 점, 작업환경 측정결과 중금속이나 유기용제가 모두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는

개체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정상적인 상

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에서 측

정결과보다 높은 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

라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독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노출된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

인이 아니라는 점이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에 대해 법관의 확신을

12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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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정도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

안의 경우 개연성이론에 따르는 것보다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

능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유기용매로 인한 악성림프종이 문제된 사안128)에서도 근로자가 악

성림프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용매에 노출되었고,129)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강상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복

지공단이 근로자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등이 악성림프종

의 원인이 될 수 없거나 그 노출된 정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

또는 악성림프종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악성림프종의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유기용제

에 노출된 정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사안에서도 간접반증이론은 이용하여 증

명책임을 완화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의 인정 가능성이 더 커질 것

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

임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현대 의학상 질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정도가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거 작업환경에 대한

측경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유해·위험 요인에 어느 정

128)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1435 판결.

129) 위 판결에서 근로자가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은 국제암연

구소가 인간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나 동물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충분

한 물질(그룹 2A)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므로 디클로로메탄 등의 유기용제로

인해 악성림프종이 발병할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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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출되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의 백혈병 사건130) 중 청구가 기각된 부분을

위 기준에 따라 재검토 해보면, 우선 망 황○○의 경우에는 아르곤

을 제외하면 비결정질 실리카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데 비결정질 실리카는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지 못하였으며, 아르곤은 흔적만이 검출되

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다

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아르곤

등에 노출된 정도가 인체에 무해한 정도임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간접반증이론을 통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

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의 원고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증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간접반증이론에 따라 인과관계의 증

명책임을 완화하는 경우 개연성이론에 따르는 경우와 결론이 달라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 경우에는 벤젠이나 포름

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TCE를

취급하였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존재하였고, 평소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였다면 근로자가 증명할 사항은 어느 정

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이 TCE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나 위 근로자가 노출된 유

해·위험요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될 정도가 아니라

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간접반증이론에 의하면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송○○의 경우 발암물질

130)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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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황산,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납 등을 직접 취급하

였고, TCE, 벤젠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로하거나 스

트레스를 받아 면역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등을 증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위 원고가 노출된 물질이 비호지킨 림프종의 원인

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나 노출된 정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

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간접반증이론에 의하는 경우 업

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 증명책임의 전환

현대형 소송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다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가해자 측에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도

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증명책임 전환론은 법률을

통해 가해자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주

장과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 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 증명책

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 후 업무

상 질병 소송에서 증명책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1) 해석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법률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석에 의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판례가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오가 중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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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명불능의 위험을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해석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131)

이와 같은 증명책임의 전환은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법관에 의한

법의 형성발전 과정에서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증명책임 분배 원

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132)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의료

과오소송과 관련하여 해석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을 인정하려는 견

해가 있다. 증명책임 전환을 긍정하는 견해는 공평과 손해의 적절한

분담을 고려한 법원의 법형성작용을 근거로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

이 존재하고, 그 과실이 손해 발생에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

증이 곤란하다는 의료과오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증명책임전환

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133)

그러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에 의해 증명책임을 전환하

는 것은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해

져 있어야 하는 증명책임이 소송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

라 소송 도중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증명책임의 전환에까지

나가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증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증명

책임 완화 논의의 목적을 초월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134) 따라서

해석을 통한 증명책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률의 흠이나 정의와 평등의 관념에 따른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

131) 에르빈 도이취, 앞의 글, 117-119면.

132) 정선주, 앞의 글, 144면.

133) 박종권, “의료과오소송의 입증책임전환론”, 「비교사법」, 제14권 1호 (통권36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3, 350면. 신은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

계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 「법조」, 제41권 제6호, 법조협회, 1992. 6, 119-122

면.

134) 김상영, 앞의 글,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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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며,135) 일반적

으로 해석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법률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일반적으로 법률을 통한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면 법률을 통해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과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형 소송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과관계

의 증명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해석

을 통한 증명책임의 전환은 쉽지 않으므로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통해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36) 업무상 질병

소송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입법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 것이고,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궁극적으로 보호

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137) 입법을 통한

증명책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증명책임 전환의 가

능성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인

135) 이동진, 앞의 글, 186면.

136) 김종현, “제조물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 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4집, 한국법학회, 2011. 11, 73-74면

137) 김재완,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민주법학」, 제4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11,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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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도록 하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의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소송에 있어 해석을 통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해

석을 통한 증명책임 전환은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생각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

자의 보호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의 보호범위나 재정지속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의 인

과관계 인정 범위를 무한히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업주의 고

의·과실이 문제되지 않는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서

의 의사의 중과실과 같이 예외적으로 증명책임 전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해석을 통해 증명책임 전

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해석을 통한 증명책임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입법론으로서 법률을

통한 증명책임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부담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인과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일반적

으로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38) 특히 증명책임 전환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도록 증명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해

석론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업무상 질병의 개념과 상충하는

138)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중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에서

“과거 스웨덴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도록 하였다가 보험급여비용의 폭증으로

이를 폐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안이 보험재정의 파탄이

나 근로 측의 도덕적 해이 및 그로 인한 남소를 불러 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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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근로복지

공단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질병이 발생한 사실만을 증

명하면 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

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았고,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

나 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

지 않았다는 점 또는 의학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전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의 상당수가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질

병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

지 않는다. 물론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의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것은 사

회보장의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장기적으로 추구할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예

정하고 있는 보호의 범위는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전환하는 해석론 또는 입법론 보다

는 간접반증이론 등을 통해 각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들을 적

절히 분배함으로써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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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역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

1. 역학적 증명

역학(疫學)이란 예방의학의 한 분야로,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

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139)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노출된 집

단이 존재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집단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동일

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생

사이에 통계적, 확률적 관계를 규명한 역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유해

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

법원은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유

해물질로 인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

역학적 증거를 통한 증명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위 사건에서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

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

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

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

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

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13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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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

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

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

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

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

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

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

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

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

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40) 그 후 대

법원은 담배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된 손해배상소송141)

이나 자동자배출가스로 인해 천식이 유발되었는지 문제된 손해배상

소송142) 등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판

시를 하였다.

역학적 증명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은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위험

14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4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23422 판결.

14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 101 -

인자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험인자에 노

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질병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질병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함께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인자에 의하여 질병이 유발되었을 개

연성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학이라

는 것이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일 뿐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해서는 역학적 증거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

만, 어떠한 물질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143)

2.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의 역학적 증명

업무상 질병 소송의 경우에도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

어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역학적

증거를 이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역학적 증거 그 자체가 질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

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과관계의 증명에 역학적 증거를

143)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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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인과관계 증명 곤란으로부터 구제하는 데 어

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사건

에서 제1심은 청구를 인용한 2명의 원고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전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일반 국민에 비하

여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전체 남성, 여성 각각의 표준화 사망비가

낮다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 반도체 사업

장 근로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건강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사

정을 고려하면 비록 반도체 사업장 여성 근로자의 백혈병 관련 표

준화 사망비나 암등록비의 각 신뢰구간의 폭이 넓어 그 결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 표준화 사망비

나 표준화 암등록비가 높다는 점은 망 ○○○의 백혈병 발병에 작

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하여144)

역학적 증거를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로 적시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제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8년 역학조사는 건

강 근로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145)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146) 제1심 판결은 역학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건강 근로자 효과를 고려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청구인용의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역학조사는

건강 근로자 효과의 간과 외에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

144)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

145) 건강 근로자 효과란 건강한 근로자가 고용되거나, 고용 사람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사업장에 남아있게 되어 이들의 질병 발생 위험이 일반 인구에 비해 유

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영향을 말한다. 박동욱,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 역학

조사에서 과거 노출 평가 방법 고찰”,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환경보건학회, 2011. 2, 19면.

146) 박영만, “S전자 근로자 집단 백혈병 사건”, 「한국산업위성학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산업보건학회, 2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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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역학적 증거를 이용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

과과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증거에 존재할 수 있는 교란

이나 편향과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 요구되는

데,147)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역학조사는 해당 근로자

집단에 존재하는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인과관계 증명 수단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8년 역학조사의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 전·현직 근로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림프조혈계암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구에 비해 얼마

나 높은지에 조사한 것인데, 연구 대상의 범위가 집단을 적절히 대

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선택 편향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 근로자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근무시기에

따라 안전설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

자들 사이에서도 생산 공정에 따라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이

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를 하여 고위험 집단이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

로 지적되었고,148) 혈액암에 걸린 6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사무직으

로 잘못 분류하여 통계분석한 오분류편향의 문제도 제기되었다.149)

따라서 역학적 증거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곤란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해인자의 노출 시기, 공정에 따른

노출 특성, 건강 근로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영향을 최

대한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150)

147) 이선구, 앞의 글, 267-269면.

148) 김재완, 앞의 글, 27-28면. 박영만, 앞의 글, 26-27면.

149) 박영만, 위의 글, 27면.

150) 박동욱, 앞의 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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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증거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학적 증거가 업무와 개별 근

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역학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역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을 통하여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증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는 점과, 역학조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역학적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

해 역학적 증거는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해

결책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I. 증명방해법리를 통한 증명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1. 증명방해법리

소송에서 요증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의 증명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

가 있으므로 증명방해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151) 이러

151) 정동윤·유병현, 앞의 책,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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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등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문서제출의무의 대상을 열거하면서 증언거부사유 등 일정

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열거한

문서 이외에도 일반적인 문서제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49조 내지 351조에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60조는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대조용문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제366조는 검증할 목적물과 관

련하여 각각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69조는 당사자신문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

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증명방해 행위

에 대해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서도 역시 적용된다.

법률에서 모든 형태의 증명방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명방해 이외에도 다양한 형

태로 증명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위반하

여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일방 당사자가 문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를 하기 위

한 요건으로 「민사소송법」 제350조는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

적”을 요구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명

령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송 도중에 고의로 증명방해 행위에만 한정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실에 의한 증명방해 행위나 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증명방해 행위도 문제될 수 있고, 그 밖에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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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행위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증명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증명방해 행

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증명방해에 대해서는 의료소송

에서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공해소

송에서 공장시설 전체를 철거하여 그 자료가 남지 않게 하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152) 증명방해법리는 상대방의 증거수집활동

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과 증명방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

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증거에 관한 양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

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153) 일반적인 증명방해법리를 인

정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 역시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

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라는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않

는 사안에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

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

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

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

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

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

152) 양병회, “입증방해의 법리에 관한 소고”, 「범주서영배 박사 화갑기념 : 민사

법학의 전망」,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750면.

153) 손용근,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저스티

스」, 제29권 제3호, 한국법학원, 1996. 12,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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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등,154) 일반적인 증명방

해법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증명방해 행위와 관련

하여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155) 단순히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

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명방해 활동이 있어

야 증명방해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

는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을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증명방해에 대해서

는 증명방해에 대한 제제를 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증

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증명방해

의 효과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증명방해의 효과는 일반

적으로 증명방해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156)

증명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에 대해서는 증명방해 행위는

소송상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위반설,157) 증명방해 행위는 상대방

과 법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므로 증명방해로 인한 상대방의 증

154)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15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156) 손용근, 앞의 글, 100면.

157)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521면; 이시윤, 앞의 책, 530면;

정동윤·유병현, 앞의 책,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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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곤란상태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제재의 근거를 모순금지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158) 「민사소송법」

의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협력의무 또는

소송촉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소송상 협력의무위반설159) 등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판례는 “증거자료에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증

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

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

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

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

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거나,160)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

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

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

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

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161)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소송상 협력의무

158) 오관석,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방해론”, 「제16기 사법연수생논집」, 사법

연수원, 1986, 861-862면.

159) 강봉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경감”, 「법조」, 제29권 제6호, 법조협

회, 1980, 32-34면; 손용근, 앞의 글, 98-100면.

16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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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설을 배척하고 신의칙위반설을 따르고 있다.

증명방해 행위와 그로 인한 소송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승소

를 위한 일관된 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

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지의 원

칙에서 찾는 견해는 문제가 있으며, 소송상 협력의무위반설은 당사

자주의를 기초로 하는 소송구조에서 일반적인 소송상 협력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증

명방해에 대한 제재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인 공평을 위한 것인 점,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이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증명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는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

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송상 신의칙에 반하는 당

사자 일방의 증명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방해법리를 통하

여 공평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구하는 경우 증명방해

의 성립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소

송개시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의칙 위반은 문제될 수 있고 특

별히 증명방해 행위의 성립을 소송의 개시 이후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소송 이전에 이루어진 증명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증명방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증명방해의 효과

16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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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신청을 하면 법원

이 결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게 되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서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자유심증설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문

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문서에 의하여 상대방이 증명하고자 하는 요증사실 자체를 진실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요증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하고,162) 법정

증거설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심각한 현실에서 상대방이 소지하

고 있는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통해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문서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문서제출신청을 한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자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163) 절충설

은 자유심증설이 제재의 측면에서 미온적이라고 하면서 행정소송,

공해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처럼 대상문서가

162) 호문혁, 앞의 책, 569-570면.

163) 강현중, 앞의 책, 585면;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신정6판, 박영사,

2011, 5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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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배영역 하에 있어,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는 당사자로

서는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한 증명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요증사실이 직접 증명되었

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164)

판례는 국방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

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불

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이에 첨부한 경

기도지사의 승인서 및 토지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유

자 소재불명의 확인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의뢰문서 등을 제출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

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

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

로 하고,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보상금

만 공탁하고 일방적인 촉탁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

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165) 자유심증설의 입장

을 따르고 있다.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

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3항166)과 달리 우리 「민사소송법」은

164) 이시윤, 앞의 책, 511면.

16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166) 일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은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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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

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의

규정상 문서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요증사실이 직접 증명되

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167) 그 밖에도 법정증거

설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 할 수 있으며, 절충설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구별 기준이 모호하고 증거의 편

재는 문서목록의 제출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단순히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

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증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

라서 문서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증명책임 전환을 인정하

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서제출명령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

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요증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하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일반적인 증명방해의 경우

민사소송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제3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民事訴訟法」

（当事者が文書提出命令に従わない場合等の効果）

第二百二十四条 当事者が文書提出命令に従わないときは、裁判所は、当該文書

の記載に関する相手方の主張を真実と認めることができる。  

２ 当事者が相手方の使用を妨げる目的で提出の義務がある文書を滅失させ、その

他これ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３ 前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相手方が、当該文書の記載に関して具体的な

主張をすること及び当該文書により証明すべき事実を他の証拠により証明する

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きは、裁判所は、その事実に関する相手方の主張を

真実と認めることができる。  
167) 이덕훈,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의

증거인멸과 비교-”,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 9,

895-8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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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증명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서제출

명령 위반의 경우와 유사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증명

방해의 효과에 관한 견해로는 증명방해 행위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증명방해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면 된

다는 자유심증설168),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

정을 유추할 때 증명책임 전환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증명

방해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상대

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자유재량설,169) 당사

자 사이의 공평과 증명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여 증명방해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는 법

정증거설,170) 실질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명방해 행

위를 고의에 의한 증명방해인지, 과실에 의한 증명방해인지, 적극적

인 증명방해인지, 소극적인 증명방해인지, 증명방해로 인해 상대방

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그 증거로 증명하려는 사

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증거가 요증사실을 증명할 때 어느 정

도의 증명력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증명방해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 해야 한다는 다원설171)

168) 이시윤, 앞의 책, 530면; 정동윤·유병현, 앞의 책, 466면; 호문혁, 앞의 책,

509-510면; 김상영 앞의 글; 223-224면; 양병회, 앞의 글, 758면,

169) 강봉수(1980), 앞의 글, 30-32면.

170) 강현중, 앞의 책, 521면.

171) 그 기준에 대해서 손용근, 앞의 글, 105-109면은 자유심증설과 자유재량설을

적용하고 있고, 이덕훈, 앞의 글, 897면은 유형에 따라 자유심증설과 증명책임전

환설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오관석, 앞의 글, 868-869면은 자유심증설에 따르면

서도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여 증명책임의 경감과 전환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

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다원설에 따를 여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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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증거 사용을 방해한 측이

요증사실과 반대사실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증명책임전환설도 있으나 현재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

렵다.172)

판례는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입증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

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

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

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173) 증명책임전환설이나 법

정증거설을 배척하고 자유심증설에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

다.

증명책임은 증거조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법관이 어떠한 판결을 하

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

이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며, 소송절차 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변동되는 경우

에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

책임은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명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증명책임 분배는

172) 손용근, 위의 글, 100-101면.

17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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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반하는 문

제가 있으며, 증명방해 행위가 있기만 하면 다른 증거에 따른 심증

형성에 관계없이 증명방해 행위를 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174) 또한 고의에 의한 증명방

해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경우에도 자

유심증설에 따라 증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과실에 의

한 증명방해의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175) 다원설은 현대형 소송 등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

려는 입장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

이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인정하는 것은 극히 신중하여야 하며, 자유

심증설에 따르더라도 증명방해의 모습이나 정도, 증거의 가치, 비난

가능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서 증명방해 행위를 변론전체의

취지로 고려함으로써 탄력성 있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증

명방해법리와 관련하여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 보다는 실체진실의

발견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측

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176) 따라서 증명방해의 효과는

자유심증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증명방해법리의 적용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174) 김상영, 앞의 글, 224면.

175) 이시윤, 앞의 책, 530면.

176) 호문혁, 앞의 책, 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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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중 하나가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이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에 조사

결과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자료는 대부분 사업주가

가지고 있고 근로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실상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에 대

해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업무상 질

병의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폐기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의무가 있고, 제

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막연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

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질병의 원인 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인과관계 증명에 지장을

받게 된다.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사건177)에서도 K사업장의

경우 99종의 화학제품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중 83종의 단일화학

물질 중 10종이 영업비밀로 되어 있었고, 83종 중 24종의 화학물질

만이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는데 측정을 통해 관리되

지 않은 물질 중 카테콜, 수산화암모늄 등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

해 측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O사업장의 경우 33종의

화학제품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중 63종의 단일화학물질 중 3종

이 영업비밀로 되어 있고, 63종 중 14종의 화학물질만이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포름알데히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

177)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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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시 및 페놀 수지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 밖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상당 부분이 영업비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178) 작업환경에서 어떠한 물질이 어느 정도 사용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증명방해법리를 통해 사업주가 자료의 제출을 거

부한다는 사실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하여 인과관계의 존재 여

부의 판단과정에서 참작하는 것은 증거의 편재로 인한 근로자의 증

명 곤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증명방해 법리를 통해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을 은폐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업무와 질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허기 위한 첫 단계부터 증명에 실패하여

패소하는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

각한다.

위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사건에서 항소심은 “반도체 공장

에서 여러 차례 가스검지기가 작동한 사례가 있어 법원이 보조참가

인 회사에게 가스 또는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내역을

밝히라고 석명하였음에도, 보조참가인 회사는 가스 금지시스템의 경

우 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망인들이 근무하던 당시의 기록은 없

고,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최근 1년간 10여 차례 작동되

었으나 모두 백혈병 등과는 무관한 물질에 관한 것으로 노출수준도

178) 임자운, “첨단 산업의 유해성과 그 해소 방안 - 삼성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39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9, 66-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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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미만이라고만 설명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

지 않았는바,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 상

황에서의 고농도 노출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데,

비록 증명방해 법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석

명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하여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위 사건의 제1심은 청구를 인용한 원고 2명에 대해 그

근거로 위 원고들이 디캡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디캡 작업

시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청구인용

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영업비밀을 이유

로 성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방해 법리를 통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증명방해 행위는 소송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기록이 없거나 불완전하게 작성

된 경우 증명방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사에게 의료계약

에 기안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179) 업무상 질

병 소송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제42조 등에 근거하

여 사업주에게 적절한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결

과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기에 폐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증명방해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

병 소송에서 근로자의 인과관계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179) 김명엽,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75호, 한국법학원, 2003. 10, 52면; 김상영, 앞의 글, 221-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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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다만 증명방해법리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에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증명방해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

의 구체적인 증명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증명

방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증명방해 행위를 변론 전체

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증명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

로 곧바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IV. 기타의 방안

1.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에 직면하는지를 근로자

스스로 아는 것이며,180)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은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노출된 유해·위험 요인을 증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서도 우

선적으로 업무환경에서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는지를 정

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뿐 아니라 소 제기 여부의 결정에도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알 권리

는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주가 작업

180) 임자운, 앞의 글, 7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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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환경에 대한 정

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행정

기관 등이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비

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의

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

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의 남용 우려가 있

다.181) 물론 사업주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장 역시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지만, 영업비밀의 보장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보호법익을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182)

공공기관이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

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 등

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

건자료 제공 요구를 제외하면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가 미비하며, 위 규정도 청구권자를 의사 또는 근로자대표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사업주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공개 거부에 대

181) 임자운, 위의 글, 66-67면.

182) 김재완, 앞의 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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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기관 등이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

가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수집할 권

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

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83)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

신의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업무상 질병 소송 과정에서 적어도 증거의 편재에서 오는

인과관계의 증명 곤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 외에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데, 안

전배려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기하여 인정되는 근로계약

의 부수의무로 파악하는 견해와,184) 근로계약의 본질상 인정되는 계

약상 의무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185)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

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

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여186)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

무로 파악하고 있다.

183) 임자운, 앞의 글, 77-79면.

184)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16, 321면.

185) 송오식,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법학논총」, 제23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

학연구소, 2003. 6, 154면.

18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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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

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례 역

시 사용자가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

을 하게 하였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

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판시하는 등187)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법」 제390조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비해 증명책임의 측면에서 피해자 구제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서 바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 급부의무위반과 달리 안전배려의무위반과 같은 불완전이행

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 사실을 증명할

187)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

471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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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채

무불이행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

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업무상 질병

의 인과관계 증명 곤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188)189)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

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따른 급여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

에 반하여190)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의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191) 등에서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

하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188) 김유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상) -새로운 직업병을 중심으로-”, 「사법행

정」, 제33권 제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5, 75면, 각주 17)의 내용은 우리나

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89) 의료과오와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과오에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불완전이행 사실을 우선 증명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와 증명책임 부담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김상영, 앞의 글, 197-198면.

19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

97314 판결.

19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은 광부인 근로자가 “그 자신의 안

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안전한 귀마개 등의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

여 착용에 만전을 기하고, 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하여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

로 이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 질환의 발생경위에 터

잡아 원고의 과실정도를 60퍼센트”라고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바 있다. 위 판

결 사안의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김유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하) -새로운

직업병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제33권 제6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6,

62-63면과 같이 과실상계의 취지 및 노사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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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급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액이나 위자료의 인정

여부, 소멸시효기간에 있어 차이192)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른 급여 청구의 시효가 도과한 경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따른 급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 외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근로

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점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V. 소결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곤란 문

제에 대한 방안들 중 역학적 증거를 통한 증명이나 증명방해법리의

적용은 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알 권리 실현 역시 근로자의 인과관계 증명

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영업비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근로자의 증명이 곤란한 것이 정보의 편재에만 기

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한계가 있으며, 안전배려의무 위

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해

192)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임에 비해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

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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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방안들은 근로자의 증명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

관계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자체를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접근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판례의 입장과 같이 개연성 이론에 따라 증명책

임을 완화하는 것은 개연성의 개념이 막연하다는 점과 개연성 이론

을 통한 근로자 보호는 불충분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

여 증명책임을 전환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존

재 한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업무상 질병의 개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도 문제가 있다.

결국 업무상 질병 소송에 일어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기본적으

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간접반증이론을 응용하

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과 관련된 간접사실 중

일부는 근로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증거가 편재되어 있거나 전문적

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도록 증

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곤란으로부

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인과관계의 전 과정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사실 중 일부만을 증명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한 반

대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정도에 관한 증거의 불충분이나 의학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인한 위험은

근로복지공단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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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자신이

증명해야 할 사실들을 증명한 결과 법관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최종적인 불이익은 법률요건분

류설에 따라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

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 실제 증명의 대

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간접반증이론을 통한 증

명책임 분배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을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르

면 상당인과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상당인과관계 역시 요증사실이라고 보게 된다. 그

런데 소송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의 존재여부

이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 중에서 인과관계는 과실, 권

리남용 등과 같이 법적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인과관계의 존재

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사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

과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193) 또한

인과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인과과

정의 전체를 세세히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당사자

들은 현실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

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한다. 인과관계의 존부가 문제되

는 경우 소송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과

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개개의 간접사실들이고,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는 그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법관이 규범적 평가를 통

193) 이시윤, 앞의 책, 325면, 호문혁, 앞의 책 394-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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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자체

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요구되는 간접사실들을 중심

으로 어떠한 사실을 누가 증명하도록 요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

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간접반증이론을 통해 증명책임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편재

등에서 오는 증명곤란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의 정비, 역학적 증명이나 증명방해법

리 등을 통한 증명책임 완화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근로자의 보

호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입법을 통한 증명책임 완화

I. 입법을 통한 증명책임 완화 필요성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곤란으로부터 근로자를 충실히 보호

하기 위해서는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 판례가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는 간접반증이론을 받아

들이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을 통해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94)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 6. 13. 12-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결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

해 판정 과정에서부터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업무상

194) 장재현·류화신, “인과관계입증과 위험책임”, 「법학논고」, 제1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12,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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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

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주장된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

험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의 이념, 근로

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부

합한다고 하는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195)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일부는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아

직까지 입법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입법안들에 대해 검토한 후 입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기존 입법안들에 대한 검토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

었던 법률안은 18대 국회에서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강성천 의원안'이라 한

다)196)과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에서는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이미경 의원안'이라

한다)197)이 있었다. 전자는 명시적인 증명책임의 전환 규정을 두는

195) 이 결정에서는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권고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

할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다.

196) 제안일자 2011. 8. 12. 의안번호 1812866.

197) 제안일자 2011. 11. 1. 의안번호 1813703; 제안일자 2012. 7. 12. 의안번호

19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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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2

를 신설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규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성천 의원안)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미경 의원안)

제37조의2(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 근로

자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

두를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것

2.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

정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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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윤식,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역시 입법안을 제시

(이하 '오윤식 안'이라 한다)하고 있는데19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있어 그

근로자 또는 유족이 업무와 그 질병 발생 간의 관련성을 상당 정

도로 증명하였음에도 공단이 그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

환경 등 그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요인과 그 근로자의 체

질, 기왕병력 등 건강요인, 그 업무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친 영

향, 그 밖의 판단요인을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업무상 사고

가목〜바목 : 현행과 동일

2. 업무상 질병

가.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목〜다목 : 현행과 동일

우선 강성천 의원안은 업무상 질병 소송의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

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198) 오윤식, 앞의 글, 388-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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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상 질병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항상 사업주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사업주에게 증명책임을 부

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 개정안이 인과관계의 증명책

임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과정

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

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다.199)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전히

전환함으로 인해 남소가능성이나 보험의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제

기될 수 있으며,2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미경 의원안은 증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강성천의원

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우선 위 개정

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

는 요건을 기준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하여,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유해·위험요인이 안전범위 내라는 사실과 유

해·위험요인이 의학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증

명하면 추정이 번복된다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이 업무상 질병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두 요건을 모두 증명하도

199) 박지순·이주원, 앞의 글, 65면.

200) 박지순·이주원, 위의 글,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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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유해·위험요인이 의학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에 노출된 정도는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정

도가 극히 미미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위 두 요건 중 하나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의 추

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근로복

지공단이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 반증할 사실에 대한 규

정을 위 두 가지로 한정하게 되면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201) 따라서 위 두

요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별

개의 반대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윤식 안은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상당 정

도 증명하도록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은 근로복지

공단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의 요건으로 종래

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대신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건

으로 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관련

성과 인과관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실상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상

당 정도 증명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부인하기 위해 별도의 사실

201) 이동근, “산업해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미경의원 대표발

의, 의안번호 제651호]”, 환경노동위원회, 2012. 8, 4-6면은 위 산재법 일부 개정

안에 대해 반증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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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 판례

의 입장인 개연성설의 결론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며, 단서에

서 본증과 반증을 모두 규정하여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증명책임의 적절한 분배 방안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기초사실들의 증명책임을 분

배하여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사실들이 필요하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① 유해·위험요인을 취

급하거나 그에 노출될 것, ② 유해·위험요인의 취급이나 노출된 정

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일 것, ③ 유해·위험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세 가지 사실을 요구

하고 있다. 위 사실들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간접사실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세 요건

을 중심으로 적절한 증명책임의 분배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세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증명책

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주

된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인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그 질병

이 업무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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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함으로써 질병이 업무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그 유해·위험요인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

다. 다만 그 유해·위험요인이 의학적으로 실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의학적 지식의 한계로

인해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

로 보고, 근로자는 자신이 노출된 유해·위험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될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밝히면 된다고 볼 것이

다.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

는 경우에,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확

보하지 못하는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과관계의 판단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전부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도록 요구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유해·위험요인

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을 위해 역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 증

명방해 행위에 대한 고려,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증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명의 정도 역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로 보는 등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

였음에도 근로자가 과도한 증명의 부담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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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의료과오소송에서 판례는 피해자가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등 일

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간접반증이론

을 적용한 하급심 판례 역시 근로자가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

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

나,202) 위 요건을 근로자가 증명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간접반증에서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는 사실은 일단 표현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번복시

키기 위해 증명해야 할 간접반증사안이므로,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

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질병이 업무와 무관

한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

복하려는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증

명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

로자가 기존에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유리

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로자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추

정하고, 업무상 질병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일정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서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유해·위험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나, 어느 정도로 유

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야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

부는 그 증명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

202)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누8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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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

한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다

거나, 원인물질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위 요건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불명에

대한 위험부담을 누구에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의학적·과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질병의 원인 등이 밝

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

지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부담을 근로자에

게 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증명할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자가 노출된 유해·위험 요인이 질병의

발병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정도가 인

체에 무해하다는 사실 중 어느 하나만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위의

두 요건을 모두 증명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간접반증은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위에서 언급한 두 요건 이외에도 해당

질병이 유전 등 전혀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사실 등 근

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서 인과관계에 대한 반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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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입법론을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의 재

해로 본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

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

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질병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사실을 증

명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

로 추정한다.

1. 근로자가 노출된 유해·위험요인이 의학적으로 근로자에 발생

한 질병의 원인이 아닐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

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것

3.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위험요인 이외의 전혀 다른 원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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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였을 것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

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

다.

④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증명책임 전환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

박

업무상 질병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자

는 논의에 대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및 그로 인한 남소가능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지속성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를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203) 헌법재판소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

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

은 내용을 합헌결정의 이유로 들기도 하였다.204)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을 부정할 것은 아니

다.205)

203) 박지순·이주원, 앞의 글, 66-67면.

204) 헌법재판소 2014. 6. 25. 2014헌바2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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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등 여러 법률에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

별조치법」 제11조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특별히 법체계

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더욱이 현재 판례

는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 공해소송과 의료과오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가

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증명책임을 일부 전환하고 있

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체계상의 혼란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 소송은 본질적으로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적 성격은 보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업

무상 질병 소송에서 특수한 형태의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증명책

임 전환을 인정하면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으나,20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

는 이상 위와 같은 법질서의 혼란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부인할 근

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증

명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논의를 행정소송인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오히려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적

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업무상 질병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명책

임을 분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및 남소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

205) 조재호, 앞의 글, 179면.

206) 박지순·이주원, 앞의 글,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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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의 재정 지속성 문제는 증명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충분

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재정 문제로 인해 정작 급여를 받아야

할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되기 때

문이다. 증명책임 전환에 반대하는 견해는 과거 스웨덴에서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였다가 보험급여비용의 폭증으로 인해

이를 폐지하였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한다.207) 그런데 도덕적 해이,

남소가능성, 보험의 재정지속성 문제는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

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

가 될 수는 없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가

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해 질병의 원인이 명

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 증거의

편재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

자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

상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으려는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근로복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법으로 증명책임

을 완화한다면 남소가능성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남소라고 볼 정도로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

로복지공단으로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그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생활보호에 대한

207) 박지순·이주원, 위의 글, 66-67면; 헌법재판소 2014. 6. 25. 2014헌바269 결정.



- 141 -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생활보장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재

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또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인

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인

과관계의 증명책임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분배함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 문제

와 비교하였을 때 전자의 보호법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은 생존권의 구체화를 위해 사회보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정 문제를 이유로 보장에 한계를 두

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208) 업무상 질병의 보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지출 증가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

거나 국가의 지원 확대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재정지속성을

이유로 보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대책이라 할 것이

며,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고 적절히 분배함으

로써 재정 지출의 증가 역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

로자의 진술과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사업장에 대한 직접조

사, 의학적·과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

기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불승인처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소

송에서 증명책임을 전환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결과

208) 김복기, 앞의 글,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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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송절차에

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

이 되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209) 그런데 근로

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면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행정소송

과정에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반증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논리

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분배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다면 근로복지공

단이 요양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면, 단순한 보상 유무의 결정을 넘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210)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으로 인한 보

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철저

히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업무상 질병이 문제되었을 때

증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보다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를 충

실하게 수집하고 보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

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다.211)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단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이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사후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다 더 중

20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글, 83-84면.

210) 임자운, 앞의 글, 81면.

211) 임자운, 위의 글, 8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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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바람직한 운

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사전 예방의 조화가 필요하다.212) 업

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업무상 질병

의 예방이 강조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면 이러한 점에서도 증

명책임 분배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12) 이경희(2013. 9), 앞의 글,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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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통상 근로복지공단

에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급여신청을 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이 불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으로 상

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존

재 여부는 업무상 질병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

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확고한 입장인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과 질병의 발생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 증거도 대부분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며,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므로 근로자 보호 필요성에 제기된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사

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명시적으로 근로자 생활보장적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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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 뿐 아니라 법 해석 및 입법에 있어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판

단하게 될 것인데, 상당인과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고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본문-

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조문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증명책임의 소재를 달리 보아야 할 당위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해석에 의한 증명책

임의 전환 또는 완화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해석을 통하여 법률의 규정과 달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연성이론을 통해 증명의

정도를 낮춤으로써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판례와 같

이 개연성 이론에 따라 증명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증명곤란의 문제

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개연성이론은 개연성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대방 측에서도 개연성의 정도만을 다투면 된

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그 구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공해소송 및 의료소송의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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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증명책임을 참고하여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노

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고, 이를 번복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유해·위험요인이 질병의 원인물질이

아니라는 점이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

위 내라는 사실, 또는 질병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는 사실 등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분배하면 개연성이론에 따를 때보다 업무상 질병의 안

정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근로자의 증명곤란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증명방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제재로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논의되고 있는데, 법관의 자유심증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된다는

점에서 문서제출명령 위반 사실이나 증명방해 사실은 변론전체의

취지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은 근로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역학조사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당시의 작업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증명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

다.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근로자의 작

업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증거의 편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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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증명 곤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외의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호의무 위반을 이

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은 적어도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

서는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업무상 질병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접반증이론

을 이용한 증명책임 분배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노

출된 유해·위험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나 유해·위험

요인의 노출 정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 또는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간

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한다고 하더라

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게 되므로, 증거의 편

재 등으로 인한 증명곤란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간접반

증 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와 함께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

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의 정도를 개연성의 정도로 낮춘다든가 역

학적 증명, 증명방해법리, 정보공개청구권 확대 등을 함께 활용함으

로써 보다 충실한 근로자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판례는 다른 현대형 소송과는 달리 업무상 질병 소송에 있어

서는 개연성이론에 따라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을 뿐, 간접반증이

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

지 않으므로,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증명책임을 분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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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남소가능성과 재정지속성 문제 등

인데,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한 증명책임 분배는 인과관계 자체의 증

명책임을 전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과관계

의 성립을 무한히 확장하려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재정 문제가 우

려된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관점보다 보호법익이 크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

는 내용의 입법이 타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를 규정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근로자에 대

한 보호 확대와 업무상 재해의 예방기능 강화이다. 인과관계의 판단

에 관한 사실의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함으로 인해, 근로자의 질병

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인과관계를 명확

히 증명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일차적

으로는 급여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과정에서부터 증명책

임을 고려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

성이 증가할 것이고,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반대사실을 증명하

지 못하는 한 소송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의학적·자연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따라 사후적으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와 업무상 질병으로 보호를 받았어야 하지만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보호를 받

지 못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후자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자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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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것보다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업무환경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할 것

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

하는 등 업무상 질병의 발생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려 할 것이다. 업

무상 질병이 일단 발병한 후에는 그 자체로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사후적인 보상보다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업

무상 질병의 사전 예방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궁

극적인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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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in Occupational

Disease

Cho, Ja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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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legislated to

protect workers from occupational accident in working

environment in modern society. To be approved as an

occupational disease, the law requir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duties and the accident. However, it is not

easy for workers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cident and his/her duties, which causes serious problems in

respect of protection of workers.

Who has the obligation to prove the existence of ca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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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is crucial key point to win the lawsuit. In order to

determine who has the duty of proving the existence of causal

relationship in a lawsuit, the standards of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should be studied, since most

of the lawsuits about occupational diseases take place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becau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apts the rul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first step

should be looking at the standards of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in civil suits, and then consider the speciality of

administrative lawsuits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in the

litigation.

General opinions about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in civil suits suggests the theory of norm(Normentheorie), in

which each part of a lawsuit take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legal requirements favorable to oneself according to structure of

an article or a provision applied the case. There are debates

whether the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civil suits due to the specia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eve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basic rule should be the theory of norm, sinc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needs to be uniformly regulated,

and then the specia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ould be

considered.

Examining the burden of proof in causal relationship of

occupational diseas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norm, th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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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rticle 37 (1), main clause-proviso clause,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uld be problematic.

Considering whole system of the Act and the legislators’ view

that could be seen throughou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Act,

Article 37 (1) is not the clause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in causal relationship. Thus, the existence of causal relationship

in occupational diseases should be proved by workers, because it

is the very requirement for acknowledgement of workers’ right to

get paid for injuries and diseases by the Act.

By the way,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and occupation is very difficult for workers due to

maldistribution of evidences, lack of medical knowledges, and etc.

It is common matter in today’s litigations, so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solve this problem, such as the theory of probability

and the theory of indirect rebutting evidence.

The theory of probability and the theory of indirect

rebutting evidence are theories concerning burden of proof, which

alleviate the strict obligation of proving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se theories, the theory of indirect rebutting evidence is

used more frequently since the theory of probability itself has

vague definition and is criticized for its insufficiency in protection

of victims. But the court uses the theory of probability rather

than the theory of indirect rebutting evidence in occupational

disease cases. There are other opinions that the Act should be

revised or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to rever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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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den of proof. However, we cannot totally reverse the burden

of proof in occupational disease cases because the reverse of

burden of proof should be exceptionally considered and it should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rotects workers.

Other than these theories, we could use epidemiologic

evidences to prove causal relationship, or we also could use the

theory of spoliation of evidence when defendants, try to interrupt

plaintiffs’ attempts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Also we have

to protect workers’ rights to know when all the evidences of

occupational diseases are owned by business owner. Nevertheless

these methods are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that workers

cannot properly and fully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Workers

could also sue employers for thei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ir workers from any form of harm that could happen

during working hours, but this cannot solve the problem of

workers in proving causal relationships.

Therefore, it is the best way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about the indirect facts that constitute the basic elements

of the causa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through the theory of

indirect rebutting evidence mainly and the other theories

accessorily. To protect workers’ right firmly, the ways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in occupational disease cases

should be legislated in the Act. There might be opposing

opinions because problems in insurance finances and possi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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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screet lawsuits could be raised, these problems, however,

could be solved by distributed burden of proof rightly. Most of

all, using the theory of indirect rebutting evidence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in occupational diseases

could protect workers harmed from occupational accident, and it

could prevent accident before accident strikes.

Keywords : Occupational diseases, Causal Relationship, Burden

of proof, Indirect rebutting evidence, Ease the burden of proof,

Article 37 (1)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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