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역학조사 보고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에

근거한 직업성 암 인정요건 비교

Comparison of the Acceptance Criteria for

Worker’s Compensation Claim of Occupational

Cancer in Korea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오 재 일



역학조사 보고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에

근거한 직업성 암 인정요건 비교

Comparison of the Acceptance Criteria for

Worker’s Compensation Claim of Occupational

Cancer in Korea

지도교수 : 백 도 명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오 재 일

오재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월

위 원 장 윤 충 식 (인)

부위원장 이 기 영 (인)

위 원 백 도 명 (인)



초 록

목적 : 본 연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역학조사 기관에서 작성

한 공식적인 문서를 이용하여 직업성 암의 인정요건이 실제 산재

판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산재 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방법 : 분석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산업재해 신청 사례

중 116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인정요건을 ‘질병확인’, ‘유해

성’, ‘노출입증’, ‘잠복기’, ‘노출수준’,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의 6가

지로 구분하고 각 요건들이 암 종 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폐암, 백혈병, 간암, 악

성중피종의 4종류로 한정하였다.

결과 : 폐암의 경우 ‘노출수준’ 요건이 산재판정에 중요한 기준이었

으며 역학조사 기관에 따라 ‘노출수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었

다. 백혈병과 악성중피종은 ‘노출입증’ 요건이 중요한 판정 기준이며

각각 벤젠과 석면에 노출된 경우에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간암은

‘유해성’ 요건과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 요건 중에서 ‘기저질환’ 항

목에 의해 산재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결론 : 6가지 인정요건 중 실제 승인을 결정하는 요인은 암 종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역학조사 기관의

인정요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업무관련



성을 판정하는 것은 역학조사 기관이었다.

주요어 : 직업성 암, 인정요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학조사 기관

학 번 : 201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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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암 종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10만 명 당

299.4명으로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
. 일부 암 종의 경우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있기는 하나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2)
.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전체 암 발생의 6%에서 12% 정

도가 직업적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3)

영국에서는 전체의 4% 정도가 직업성 암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4).

암은 다양한 요인이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잠복기 또한 길기 때문

에 악성중피종과 같이 높은 특이적 연관성을 보이는 암 종을 제외

하고는 어느 한 요인을 발병의 원인으로 특정 짓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5).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150 건이 직업성 암

으로 요양 신청되었으며 이 중 36 건이 승인되어 24%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81%, 덴마크의 36%, 이탈리아의 34%

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인구 10만 명 당

직업성 암 승인율도 0.28명으로 스위스의 3.51명, 덴마크의 4.98명,

이탈리아의 5.15명 보다 현저하게 낮다6). 2011년의 직업성 암 요양

신청 사례가 모두 승인되더라도 승인율은 10만 명 당 1.2명으로 여

전히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재 신

청 건 수 자체가 유럽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적은 수의 산업 재해 신청이 이루

어지고 이중 소수만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산재 승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직업성 암의

인정 기준과 그 적용방식, 그리고 산재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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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1차적으로 승인율을

낮추게 되고 2차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체 검열을 통해 요양 신

청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업성 암의 승인 절차는 근로자가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

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개시된다. 산재신청을 받은 지사는 재해조사

를 실시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다. 산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근로

복지공단의 각 지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의뢰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는 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신청인은 판정 결과에 불복하

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단 본부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 재해 판정을 위해

2008년에 전국 6개 권역(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

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지사에서 의뢰한 사례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판정하는 업무를 한다. 최근에는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의 질병군

은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그림 1). 그런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조사서나 역학조

사 결과가 판정의 중요한 근거로 이용된다. 역학조사 기관은 역학조

사 보고서에 재해자의 직업력, 과거병력, 근무기록, 면담내용, 작업환

경 측정 결과, 문헌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업무와의 관

련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결국 역학조사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 결과는 업

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분과별 전

문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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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감안할 때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 역학 분야 등의 전문가

들로 이루어진 역학조사 기관의 견해를 반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와

함께 역학조사 기관의 보고서를 중요한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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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직업성 암 요양 신청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165 사례에 대한 자료

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5 사례 이상이 신청된 4가지의 암 종(폐암,

백혈병, 간암, 악성중피종) 116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으로 삼은 116 사례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요양 신청되었다.

2. 연구방법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요건은 다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의 업무 관련성 가이드7)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등

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직업

성 암 인정요건을 ‘질병확인’, ‘유해성’, ‘노출입증’, ‘노출수준’, ‘잠복

기’,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Table 1).

‘질병확인’ 요건은 신청인의 질병 상태에 대한 판단이 적절한 진단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는 항목으로 본

논문에서는 진단방법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 조직검사, 골수검사로

분류하였다. ‘유해성’ 요건은 신청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노출되었

다고 주장하는 물질이나 환경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인지

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본 논문에서는 ‘International Agenc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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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Cancer (IARC) carcinogen list’를 이용하여 노출 물질

들을 분류하였다. IARC에서는 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을 ‘Group 1’으

로, 제한적이지만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질을 ‘Group 2A’로 분류하

고 있다. ‘Group 1’은 신청인이 여러 물질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와

한 가지 물질에만 노출된 경우로 세분화하였으며, ‘Group 1’과

‘Group 2A’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에는 ‘Group 1’으로 분류하였다.

‘노출입증’ 요건은 노출 물질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입증 방

법을 ‘현재 작업환경 측정’, ‘과거 작업환경 측정 결과 이용’, ‘문헌조

사’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산재 신청이 이루어진 후 역학조사 기관

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노출여부를 측정한 경우는 ‘현재 작업환

경 측정’ 항목에, 동일 작업장에서 시행한 과거의 측정 기록을 이용

하여 노출 수준을 추정한 경우는 ‘과거 작업환경 측정 결과 이용’ 항

목에 포함시켰다. 해당 유해물질, 작업, 직종 등에 대한 연구내용이

나 타 작업장의 측정 기록을 이용한 경우는 ‘문헌조사’ 항목으로 분

류하였다.

‘노출수준’ 요건은 노출이 확인된 경우 노출된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으로 폭로량을 ‘낮음’, ‘낮으나 특수한 상황 고려’, ‘높

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잠복기’ 요건은 직업적 노출이 시작된 후 질병이 발생하는데 까지

걸린 기간이 해당 암 종을 발생시킬 만큼 충분한 시간인지를 확인

하는 과정으로 역학조사 보고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

를 통해 각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질병 모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파악하였다.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 항목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판정 시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연령,

흡연, 기저질환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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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ntents Classification

Diagnosis of

disease

Disease condition is

clearly established.

CT

Biopsy

Hazard

identification

Disease can result from

the suspected agent.

IARC carcinogen list Group 1

IARC carcinogen list Group 2A

Others

Exposure

demonstration

Exposure to the agent

is demonstrated.

Scientific literature

Historical data of exposure

Current exposure data

Exposure level Sufficient degree to

result in the disease

condition.

Low

Low (with special conditions)

High

Unknown

Latency period Sufficient duration to

result in the disease

condition.

< 10 years

10–19 years

≧ 20 years

Consideration of

other relevant

factors

Other circumstances

are weighed.

Smoking

Age at diagnosis

Pre-existing disease

Table 1. Acceptance criteria for worker’s compensation claim

3. 분석 방법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6가지 인정 요건에 따른 분포

를 승인군과 비승인군으로 나누어 확인한 후 항목별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속변수는 t 검정을 이용하여 승인군과 비승인군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비연속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승인군과 비승인군 사이의 통계적 차이를 암

종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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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분석 대상이 된 116 사례는 폐암 70 사례, 백혈병 24 사례, 간암

14 사례, 악성중피종 8 사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산재 승인이 이루

어진 사례는 45 건으로 승인율은 38.8%였다. 이는 2011년 직업성 암

승인율(24%)보다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

이 높은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나 심의 의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성별은 남성이 전체의 90.9%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다. 질병 발생 연령은 승인군이 52.6세, 비승인군이 47.0

세로 승인군의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4). 재해자

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는 67.2%였으며 생존 여부가 승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79). 평균 근무기간은 승인군은

19.0년인 반면 비승인군은 10.1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1). 결국 승인군의 평균 근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질병 발

생 연령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암 종별 승인율은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악성중피종의 승인율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간암은 단

한 건의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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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cases

Approved

cases (%)

Non-approved

cases (%)
p-value

Gender
＊

Male 105 43 (41.0) 62 ( 59.0) 0.140

Female 11 2 (18.2) 9 ( 81.8)

Age†(years) 49.2±10.6 52.6±8.9 47.0±11.1 0.004

Survival
＊

Survival 79 35 (44.3) 44 ( 55.7) 0.079

Death 37 10 (27.0) 27 ( 73.0)

Work tenure
†

(years)
13.6±9.2 19.0±7.0 10.1±8.8 <0.001

Type of cancer＊ Malignant

mesothelioma
8 6 (75.0) 2 ( 25.0) 0.003

Lung cancer 70 30 (42.9) 40 ( 57.1)

Leukemia 24 9 (37.5) 15 ( 62.5)

Hepatocellular

carcinoma
14 0 ( 0.0) 14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16)

*
by chi-square test,

†
by t-test

분석 자료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113 건, 역학조사 보고

서 92 건, 재해조사서 87 건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세 가지 문건

을 모두 포함한 경우는 65 사례로 전체의 56.0%였다. 7 사례는 한

가지 문서만 포함되어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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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ung

cancer(%)

Leukemia

(%)

Hepatocellular
carcinoma
(%)

Malignant
mesothelioma

(%)

Referral evaluation report
+

Occupational disease
committee’s decision

+
KCOMWEL’s report

49 (70.0) 12 (50.0) 0 ( 0.0) 6 (75.0)

Referral evaluation report
+

KCOMWEL’s report
13 (18.6) 9 (37.5) 0 ( 0.0) 0 ( 0.0)

Occupational disease
committee’s decision

+
KCOMWEL’s report

6 ( 8.6) 1 ( 4.2) 10 (71.4) 2 (25.0)

Referral evaluation report
+

Occupational disease
committee’s decision

0 ( 0.0) 1 ( 4.2) 0 ( 0.0) 0 ( 0.0)

Referral evaluation report 2 ( 2.9) 0 ( 0.0) 0 ( 0.0) 0 ( 0.0)

KCOMWEL’s report 0 ( 0.0) 1 ( 4.2) 4 (28.6) 0 ( 0.0)

Total 70 24 14 8

Table 3. Classification of study subjects by type of data (N=116)

KCOMWEL :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116 사례 중 대부분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신청되었으며

2007년에 신청된 사례는 2 건에 불과하였다. 질병의 확인은 주로 컴

퓨터단층촬영과 조직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

수검사를 실시한 22 건은 모두 백혈병 사례였다. ‘유해성’ 요건에서



- 11 -

는 93 사례가 ‘IARC Group 1’으로 분류되어 전체의 80.2%를 차지하

고 있었다. ‘IARC Group 1’과 ‘IARC Group 2A’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는 22 건으로 대부분이 간암 사례였다. ‘노출입증’ 요건을 판단

하기 위해 현재 작업환경을 평가한 사례는 31 건으로 전체의 26.7%

에 불과하였다. ‘노출수준’ 요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폭로수준이 높다

고 판정된 사례는 24 건 이었으며 전체 사례의 39.7%는 평가 결과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잠복기’는 20년 이상인 사례가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 요건의 경우

‘흡연의 영향’과 ‘진단 시 연령’ 항목은 폐암 사례에, ‘기저질환’ 항목

은 폐암과 간암 사례에 적용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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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cases

Lung
cancer
(%)

Leukemia
(%)

Hepatocellular
carcinoma
(%)

Malignant
mesothelioma

(%)

Case 116 70 ( 60.3) 24 ( 20.7) 14 ( 12.1) 8 ( 6.9)

Type of data

Occupational disease
committee‘s decision 87 55 ( 63.2) 14 ( 16.1) 10 ( 11.5) 8 ( 9.2)

Referral evaluation
report

92 64 ( 69.6) 22 ( 23.9) 0 ( 0.0) 6 ( 6.5)

KCOMWEL’s report 113 68 ( 60.2) 23 ( 20.4) 14 ( 12.4) 8 ( 7.1)

Year

2007 2 0 ( 0.0) 2 (100.0) 0 ( 0.0) 0 ( 0.0)

2008 23 12 ( 52.2) 7 ( 30.4) 4 ( 17.4) 0 ( 0.0)

2009 25 15 ( 60.0) 6 ( 24.0) 4 ( 16.0) 0 ( 0.0)

2010 48 27 ( 56.3) 9 ( 18.8) 5 ( 10.4) 7 ( 14.6)

2011 18 16 ( 88.9) 0 ( 0.0) 1 ( 5.6) 1 ( 5.6)

Institute

OSHRI 62 37 ( 59.7) 21 ( 33.9) 0 ( 0.0) 4 ( 6.5)

Occupational Lung
Disease Institute

29 27 ( 93.1) 0 ( 0.0) 0 ( 0.0) 2 ( 6.9)

No evaluation 25 6 ( 24.0) 3 ( 12.0) 14 ( 56.0) 2 ( 8.0)

Diagnosis of disease

Bone marrow biopsy 22 0 ( 0.0) 22 (100.0) 0 ( 0.0) 0 ( 0.0)

Biopsy + CT 71 60 ( 84.5) 0 ( 0.0) 4 ( 5.6) 7 ( 9.9)

Unknown 23 10 ( 43.5) 2 ( 8.7) 10 ( 43.5) 1 ( 4.3)

Hazard Identification

IARC group 1 93 62 ( 66.7) 23 ( 24.7) 0 ( 0.0) 8 ( 8.6)

IARC group 2A 1 0 ( 0.0) 1 (100.0) 0 ( 0.0) 0 ( 0.0)

Others 22 8 ( 36.4) 0 ( 0.0) 14 ( 63.6) 0 ( 0.0)

Exposure demonstration

Scientific literature 28 21 ( 75.0) 5 ( 17.9) 0 ( 0.0) 2 ( 7.1)

Scientific literature
+ Historical data of
exposure

29 21 ( 72.4) 6 ( 20.7) 0 ( 0.0) 2 ( 6.9)

Scientific literature
+ Current exposure data

10 10 (100.0) 0 ( 0.0) 0 ( 0.0) 0 ( 0.0)

Scientific literature
+ Current exposure data
+ Historical data of
exposure

21 6 ( 28.6) 13 ( 61.9) 0 ( 0.0) 2 ( 9.5)

No evaluation 28 12 ( 42.9) 0 ( 0.0) 14 ( 50.0) 2 ( 7.1)

Table 4. Classification of study subjects by type of data, year,

institute, and acceptance criteria (N=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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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level

Low 44 22 ( 50.0) 15 ( 34.0) 5 ( 11.4) 2 ( 4.5)

Low

(with special conditions)
4 3 ( 75.0) 1 ( 25.0) 0 ( 0.0) 0 ( 0.0)

High 22 17 ( 77.3) 4 ( 18.2) 0 ( 0.0) 1 ( 4.5)

Unknown 46 28 ( 60.9) 4 ( 8.7) 9 ( 19.6) 5 ( 10.9)

Latency Period (years)

< 10 28 17 ( 60.7) 9 ( 32.1) 1 ( 3.6) 1 ( 3.6)

10-19 29 15 ( 51.7) 10 ( 34.5) 2 ( 6.9) 2 ( 6.9)

≧ 20 52 38 ( 73.1) 5 ( 9.6) 4 ( 7.7) 5 ( 9.6)

Unknown 7 0 ( 0.0) 0 ( 0.0) 7 (100.0) 0 ( 0.0)

Considering of
other relevant factors

Smoking 22 22 (100.0) 0 ( 0.0) 0 ( 0.0) 0 ( 0.0)

Age at diagnosis 14 14 (100.0) 0 ( 0.0) 0 ( 0.0) 0 ( 0.0)

Pre-existing disease 16 2 ( 12.5) 0 ( 0.0) 14 ( 87.5) 0 ( 0.0)

OSHRI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연구대상의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직업성폐질환연구

소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는 폐암과 악성중

피종 사례에 대해서만 역학조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암

종의 역학조사 의뢰 현황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서울과 부산 지역은 한 기관에만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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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의뢰

폐암 : 64 건

악성중피종 :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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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권역별 역학조사 의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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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승인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4가지 암 종

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폐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생존여부, 근무기간, 흡

연, 역학조사 실시 기관을 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재로

승인된 군의 평균 연령은 53.3세로 비승인군의 51.5세 보다 1.8세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360). 이 밖

에 성별, 연령, 생존여부 등도 승인군과 비승인군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평균 근무기간은 승인군이 21.0년,

비승인군이 13.3년으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01).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한 신청인의 흡연율은 78.6%

로 높은 편이었으나 흡연 여부는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p=0.512). 폐암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연

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관에 따른 승

인율 차이는 없었다(p=0.369)(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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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cases

Approved

cases

(%)

Non-approved

cases

(%)

p-value

Gender
＊

Male 65 29 ( 44.6) 36 ( 55.4) 0.283

Female 5 1 ( 25.0) 4 ( 75.0)

Age†(years) 52.3±7.8 53.3±8.2 51.5±7.6 0.360

Survival＊ Survival 47 21 ( 44.7) 26 ( 55.3) 0.659

Death 23 9 ( 39.1) 14 ( 60.9)

Work tenure†

(years)
16.6±9.2 21.0±6.8 13.3±9.4 <0.001

Smoking＊ No 14 5 ( 35.7) 9 ( 64.3) 0.512

Yes 55 25 ( 45.5) 30 ( 54.5)

Unknown 1 0 ( 0.0) 1 (100.0)

Institute
＊

OSHRI 37 15 ( 40.5) 22 ( 59.5) 0.369

Occupational Lung

Disease Institute
27 14 ( 51.9) 13 ( 48.1)

No referral evaluation 6 1 ( 16.7) 5 ( 83.3)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lung cancer cases (N=70)

*by chi-square test, †by t-test

OSHRI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연구 대상 70 사례 중 60 사례에서 진단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들 사례는 모두 조직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진단

이 이루어졌다. 노출물질의 87.1%는 ‘Group 1’로 분류되었고 ‘Group

2A’로 분류된 물질은 한 건도 없었다. 기타로 분류된 사례가 8 건

있었는데 분진, 미세분자 또는 특별한 구분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되

었다고 주장한 경우였으며 ‘Group 1’으로 분류된 군의 승인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9). 노출입증을 위해 역학조사 기관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사례는 16 건으로 전체의 22.9%에 불과하

였다. ‘노출입증’ 요건의 경우 조사 방법에 따른 승인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86). ‘낮음’, ‘낮으나 특수한 환경 고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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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분류하여 확인한 ‘노출수준’ 요건은 노출 수준에 따라 승인

율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p<0.001), ‘노출입증’과는 달

리 방법이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차

이로 여겨진다. 특수한 환경을 노출 수준 판단 시 고려한 사례는 3

건으로 ‘장비교체’, ‘화재’, ‘과거 관리 소홀’ 등의 경우였다. ‘잠복기’

요건은 10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잠복 기간에 따라 승인율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2).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 요건에는 ‘흡연의 영향’, ‘진단 시 연령’,

‘기저질환’ 항목을 포함시켰다. ‘흡연의 영향’ 항목은 노출물질과 흡

연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additive

effect’와 ‘multiplicative or synergistic effect’로 나누어 확인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승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7). 흡

연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노출 물질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한 후에도 노출 물질에 의한

폐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는 ‘additive effect’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multiplicative or synergistic effect’ 항목에는 자료에

직접적으로 ‘multiplicative effect’ 또는 ‘synergistic effect’로 명시된

사례만 포함시켰다.

‘진단 시 연령’ 항목에 대한 분석은 53 세 이하인 사례를 대상으로

신청인의 질병 발생 연령이 낮다는 점이 판정에 고려된 군과 고려

되지 않은 군 사이의 승인율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으

며 연령이 고려된 군의 승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2). 산

재 판정 시 ‘기저질환’ 항목을 고려한 사례는 2 건 있었으며 모두 규

폐증이 선행질환이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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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otal

cases

Approved

cases (%)

Non-approved

cases (%)
＊p-value

Diagnosis of disease

Biopsy + CT 60 27 ( 45.0) 33 ( 55.0) 0.375

Unknown 10 3 ( 30.0) 7 ( 70.0)

Hazard Identification

IARC group 1 62 30 ( 48.4) 32 ( 51.6) 0.009

Single hazard 23 14 ( 60.9) 9 ( 39.1)

Multiple hazard 39 16 ( 41.0) 23 ( 49.0)

Others 8 0 ( 0.0) 8 (100.0)

Exposure demonstration

Scientific literature 21 11 ( 52.4) 10 ( 47.6) 0.086

Scientific literature
+ Historical data of exposure 21 12 ( 57.1) 9 ( 42.9)

Scientific literature
+ Current exposure data 10 3 ( 30.0) 7 ( 70.0)

Scientific literature
+ Historical data of exposure
+ Current exposure data

6 0 ( 0.0) 6 (100.0)

No evaluation 12 4 ( 33.3) 8 ( 66.7)

Exposure level

Low 22 0 ( 0.0) 22 (100.0) <0.001

Low (with special conditions) 3 3 (100.0) 0 ( 0.0)

High 17 12 ( 70.6) 5 ( 29.4)

Unknown 28 15 ( 53.6) 13 ( 46.4)

Latency Period (years)

< 10 17 1 ( 5.9) 16 ( 94.1) 0.002

10-19 15 8 ( 53.3) 7 ( 46.7)

≧ 20 38 21 ( 55.3) 17 ( 44.7)

Considering of other relevant factors

Smoking (+) 24 10 ( 41.7) 14 ( 58.3)

Additive effect 14 3 ( 21.4) 11 ( 78.6) 0.017

Multiplicative or Synergistic effect 10 7 ( 70.0) 3 ( 30.0)

Age at diagnosis (≦53 years old)) 39 15 ( 38.5) 24 ( 61.5)

Consideration (+) 12 9 ( 75.0) 3 ( 25.0) 0.002

Consideration (-) 27 6 ( 22.2) 21 ( 77.8)

Pre-existing disease 2 2 (100.0) 0 ( 0.0) NA

Table 6. Approval rate differences as acceptance criteria for

lung cancer cases (N=70)

＊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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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disease

Hazard

identification

Exposure

demonstration

Exposure

level

Latency

period
Number of

unaccepted case

○ x / / / 8

○ ○ x / / 5

○ ○ ○ x ○ 19

○ ○ ○ / x 8

폐암은 전체 70 사례 중 40 사례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중 8 건은 ‘유해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는데 이

들 물질은 미세먼지, 유기용제 등 IARC의 분류에서 ‘group 1’과

‘group 2A’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거나 노출물질을 정확하게 명시

하지 못한 경우였다. ‘유해성’ 요건은 만족하였으나 ‘노출입증’ 요건

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례는 5 건으로 석면, 유리규산, 6가 크롬에

노출된 경우였다. ‘질병확인, ‘유해성’, ‘노출입증’ 요건을 모두 만족시

켰으나 ‘노출수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례는 19 건으로 전체

불승인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Table 7).

Table 7. Acceptance criteria associated with non-approved cases

of lung cancer (N=40)

○ : Acceptance, x : Rejection, / : No consideration

결국 폐암 사례 중 49 건은 ‘노출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

두 만족시키고 있었으며 이중 30 건은 ‘노출수준’을 인정받아 승인

판정을, 나머지 19 건은 ‘노출수준’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49 사례를 대상으로 ‘노출수준’의 판정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변수에 포함된 성별, 나이, 생존

여부, 근무기간, 흡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49 사례 중 역학조사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47 건이었

으며, 이 중 3 건은 지하철 역무원 사례로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노

출수준이 폐암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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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cases

Approved

cases

(%)

Non-approved

cases

(%)

p-value

Gender
＊

Male 49 30 (61.2) 19 (38.8) NA

Female 0 0 0

Age†(years) 52.5±8.0 53.3±8.2 51.4±7.9 0.426

Survival
＊

Survival 33 21 (63.6) 12 (36.4) 0.618

Death 16 9 (56.3) 7 (43.7)

Work tenure†

(years)
20.1±7.4 21.0±6.9 18.7±8.3 0.300

Smoking
＊

No 8 5 (62.5) 3 (37.5) 0.936

Yes 41 25 (61.0) 16 (39.0)

Institute＊ OSHRI 27 15 (55.6) 12 (44.4) 0.032

Occupational Lung
Disease Institute 20 17 (85.0) 3 (15.0)

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3 건

의 사례를 노출수준을 인정받은 군에 포함시켜 기관에 따른 ‘노출수

준’ 요건의 인정율을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p=0.032)(Table 8).

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lung cancer cases which

satisfying five acceptance criteria other than exposure level

(N=49)

*
by chi-square test,

†
by t-test

OSHRI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전체 116 사례 중에서 역학조사 기

관의 결론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다른 경우는 3 건이

있었다. 이 3 건은 모두 폐암으로 요양 신청이 되었으며 역학조사를

실시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업

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

례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청인들은 모두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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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Occupational Lung

Disease Institute

Occupational Disease

Committee

Case 1 Case 2 Case 3 Case 1 Case 2 Case 3

Diagnosis of disease ○ ○ ○ ○ ○ ○

Hazard Identification ○ ○ ○ ○ ○ ○

Exposure demonstration ○ ○ ○ ○ ○ ○

Exposure level ○ ○ ○ X X X

Latency Period ○ ○ ○ ○ ○ ○

Considering of other relevant

factors

Smoking (+)

Additive effect X X X ○ ○ ○

Multiplicative effect ○ ○ ○ X X X

Age at diagnosis ○ / ○ / / /

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지하철 역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근무 기간 동안 석면,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사례의 경우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와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위해성’, ‘노출입증’, ‘잠복기’ 요

건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 즉 노출 물질들은 폐암을 일

으킬 수 있는 것들이고 신청인은 이들 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었

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초 노출 후 폐암이 발생하기 까지 충분한 시

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기관은 ‘노출수준’ 요건과 ‘흡

연의 영향’에 대한 판단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Table 9).

Table 9. Acceptance criteria associated with station employee

cases

○ : Acceptance, x : Rejection, / : N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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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cases

Approved

cases (%)

Non-approved

cases (%)
p-value

Age†(years) 40.5±12.9 47.6±9.3 36.2±13.2 0.023

Gender
＊

Male 19 8 ( 42.1) 11 ( 57.9) 0.364

Female 5 1 ( 20.0) 4 ( 80.0)

Survival
＊

Survival 20 9 ( 45.0) 11 ( 55.0) 0.089

Death 4 0 ( 0.0) 4 (100.0)

Work tenure†

(years)
10±7.5 15.0±5.8 7.0±6.8 0.006

Agent＊ Benzene 16 9 ( 56.3) 7 ( 43.8) 0.007

Radiation and others 8 0 ( 0.0) 8 (100.0)

2. 백혈병

벽혈병의 승인율은 37.5%이며 신청인의 평균 연령은 40.5세로 다

른 암 종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승인군의 평균연령은 47.6세, 비승

인군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23) 근무기간도 승인군이 15.0년, 비승인군이 7.0년으로 많은

차이가 났다(p=0.006)(Table 10).

Table 10. General characteristics of leukemia cases (N=24)

*
by chi-square test,

†
by t-test

연구 대상 24 사례 중 22 건은 골수검사를 통해 백혈병으로 진

단되었으며 나머지 사례는 진단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노출 물질은

1 건을 제외하고 모두 ‘Group 1’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백혈병의

경우 벤젠에 노출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노출입증’을

위해 현재 작업환경을 측정한 사례는 전체의 54.2%로 폐암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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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otal

cases

Approved

cases (%)

Non-approved

cases (%)
＊p-value

Diagnosis of disease

Bone marrow biopsy 22 8 ( 36.4) 14 ( 63.6) 0.703

Unknown 2 1 ( 50.0) 1 ( 50.0)

Hazard Identification

IARC group 1 23 9 ( 39.1) 14 ( 60.9) 0.429

Single hazard 16 7 ( 43.8) 9 ( 56.2)

Multiple hazard 7 2 ( 28.6) 5 ( 71.4)

IARC group 2A 1 0 ( 0.0) 1 (100.0)

Exposure demonstration

Scientific literature 5 2 ( 40.0) 3 ( 60.0) 0.463

Scientific literature
+ Historical data of exposure

6 1 ( 16.7) 5 ( 83.3)

Scientific literature
+ Historical data of exposure
+ Current exposure data

13 6 ( 46.2) 7 ( 53.8)

Exposure level

Low 15 0 ( 0.0) 15 (100.0) NA

Low (with special condition) 1 1 (100.0) 0 ( 0.0)

High 4 4 (100.0) 0 ( 0.0)

Unknown 4 4 (100.0) 0 ( 0.0)

Latency Period (years)

< 10 9 1 ( 11.1) 8 ( 88.9) 0.110

10-19 10 5 ( 50.0) 5 ( 50.0)

≧ 20 5 3 ( 60.0) 2 ( 40.0)

높은 편이었다. 백혈병의 경우 노출수준 판단 시 특수한 환경을 고

려한 사례는 1 건이 있었는데, 작업 중 개인보호 장비를 미착용한

경우였다. 빈도분석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1).

Table 11. Approval rate differences as acceptance criteria for

leukemia cases (N=24)

＊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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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disease

Hazard

identification

Exposure

demonstration

Exposure

level

Latency

period

Numbe of

unaccepted case

○ x / / / 2

○ ○ x / / 9

○ ○ ○ x ○ 4

백혈병의 경우 불승인된 15 사례 중 2 건이 ‘유해성’ 요건을 만족

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례의 노출 물질은 납과 황산

으로 IARC은 황산을 ‘Group 1’으로, 납을 ‘Group 2A’로 분류하고

있지만 두 물질 모두 폐암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어 유해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나머지 9 건은 ‘노출입증’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수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4 건 있었으며 모두 전

리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였다(Table 12).

Table 12. Acceptance criteria associated with non-approved

cases of leukemia (N=15)

○ : Acceptance, x : Rejection, / : N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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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ses

Age (years) 47.3 ± 11.0

Gender Male 14

Female 0

Survival Survival 5

Death 9

Work tenure (years) 8.0 ± 6.4

3. 간암

간암으로 산재 신청된 사례는 14 건이었으며 모두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모든

신청 사례에 대해 ‘유해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

였으며 ‘기저질환’ 항목을 판정 시 고려하였다. 재해자의 평균 연령

은 47.3세, 평균근속기간은 8.0년 이었으며 신청인은 모두 남성이었

다(Table 13).

Table 13. General characteristics of hepatocelluar carcinoma

cases (N=14)

간암의 경우 역학조사가 시행되지 않아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질병확인’, ‘노출수준’, ‘잠복기’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신청인들은 모두 과로가 간암 발생의 원

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ARC carcinogen list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노출입증’ 요건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신청인들은 모두 만성 간염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

었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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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ases

Diagnosis of disease

Biopsy + CT 4

Unknown 10

Hazard Identification

Others 14

Exposure demonstration

No evaluation 14

Exposure level

Low 5

Unknown 9

Latency Period (years)

< 10 1

10-19 2

≧20 4

Unknown 7

Considering of other relevant factors

Pre-existing disease 14

Table 14. Classifica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cases

according to acceptance criteria (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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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cases

Approved cases

(%)

Non-approved case

(%)
p-value

Age†(years) 51.1±15.3 56.5±10.5 35.0±19.8 0.080

Gender＊ Male 7 6 ( 85.7) 1 ( 14.3) 0.064

Female 1 0 ( 0.0) 1 (100.0)

Survival
＊

Survival 7 5 ( 71.4) 2 ( 28.6) 0.537

Death 1 1 (100.0) 0 ( 0.0)

Work tenure†

(years)
13.8±7.0 15.3±6.5 9.0±8.4 0.302

4. 악성중피종

재해자의 평균 연령은 51.1세, 평균 근무기간은 14.0년이었으며 생

존자는 7명으로 악성중피종의 평균 생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것

을 감안하였을 때 높은 편이었다. 연령, 성별, 생존여부, 근무기간에

따른 승인율 차이는 없었다(Table 16).

Table 15.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lignant mesothelioma

cases (N=8)

*by chi-square test, †by t-test

악성중피종의 진단은 컴퓨터단층촬영과 조직검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석면은 IARC에서 ‘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악

성중피종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악성중

피종의 80% 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8) 본 논문의 사례에서도 신청인들은 모두 석면 노출에 의해 악성중

피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Table 17).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2 건 있었으며 ‘잠복기’와 ‘노출입증’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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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otal

cases

Approved

cases (%)

Non-approved

cases (%)

Diagnosis of disease

Biopsy + CT 7 6 ( 85.7) 1 ( 14.3)

Unknown 1 0 ( 0.0) 1 (100.0)

Hazard Identification

IARC group 1 8 6 ( 75.0) 2 ( 25.0)

Exposure demonstration

Scientific literature 2 2 (100.0) 0 ( 0.0)

Scientific literature

+ Historical data of exposure
2 2 (100.0) 0 ( 0.0)

Scientific literature

+ Historical data of exposure

+ Current exposure data

2 2 (100.0) 0 ( 0.0)

Unknown 2 0 ( 0.0) 2 (100.0)

Exposure level

Low 2 0 ( 0.0) 2 (100.0)

High 1 1 (100.0) 0 ( 0.0)

Unknown 5 5 (100.0) 0 ( 0.0)

Latency Period (years)

< 10 1 0 ( 0.0) 1 (100.0)

10-19 2 1 ( 50.0) 1 ( 50.0)

≧ 20 5 5 (100.0) 0 ( 0.0)

Table 16. Approval rate differences as acceptance criteria for

malignant mesothelioma cases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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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폐암의 경우 ‘질병확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유해성’ 요건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었다. ‘노출입증’ 요건

과 ‘노출수준’ 요건에 대한 판단은 현재 작업환경 측정, 과거 작업환

경 측정 결과,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거의 작업 환경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출입증’ 요건의 경우 노출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넓으나 ‘노출수

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노출량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상대

적으로 좁다. 실제 사례에서도 ‘노출수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19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역학조사 기관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

단을 다르게 한 경우는 지하철 역무원 사례 3 건에 불과하였다. 이

3 건의 사례에 대해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노출량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출수

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출수준’

의 평가는 현재 측정값이나 과거의 측정 결과를 가지고 작업 당시

의 노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는 지하철 역무원 사례도 같은 방법으로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들 사례의 측정값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노출 당시의 폭로량은 적어도 측정치보다

는 높았을 것이고 역무원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거의 작업환경이

현재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측정값을 노출 당시의 폭로

량으로 간주하였으며, 역무원의 경우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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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 사례는 역학조사 기관의 판단이 적어도 ‘노출수준’

요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확

인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출수준’ 요건을 제외한 다른

승인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킨 49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보다 ‘노출수준’을 만족시

킨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역학조사의뢰 기관을

선정하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서울 지역의 지사들은 폐

암과 악성중피종에 대한 역학조사를 모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의

뢰하였으며, 부산 지역은 반대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모든 역학조

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 요건에서는 ‘흡연의 영향’ 과 ‘진단 시 연

령’ 항목이 승인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흡연은 폐암

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

로 단순한 흡연 여부 보다는 ‘흡연의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가

산재 승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흡연의 영향’은 노출물

질과 흡연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기준으로 ‘additive

effect’와 ‘multiplicative or synergistic effect’로 구분하였는데

‘additive effect’는 흡연과 유해물질은 폐암 발생에 독립적으로 영향

을 주기 때문에 흡연과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의 폐암

발생 위험은 흡연 시 폐암 발생 위험과 유해물질 노출 시 폐암 발

생 위험을 합한 것과 같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multiplicative or

synergistic effect’는 흡연이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

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additive effect’의

관점에서는 흡연의 영향을 보정할 경우 노출물질의 기여 위험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흡연량이 많은 신청인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나 ‘multiplicative or synergistic effect’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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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흡연량이 많은 신청인이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 지하철 역무원 사례도 비슷한 경우로 직업성폐질환연구

소는 흡연의 ‘multiplicative effect’를 주장하며 업무 연관성을 인정

하였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흡연의 영향을 ‘additive effect’로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질병 발생 시 연령은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

인이다. 일반적인 질병 발생 모델에 비해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다는

사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두 기관은 폐암 진단 시 연령이 53세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폐암 발생 모델보다 일찍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단 시 연령’이 53세 이하인 사례 39 건 중 27 건은 판정 시 연령

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기관들이 ‘진단 시 연령’ 항목

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9 건

의 사례 중 24 건이 불승인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젊은 나

이에 발병한 경우 근무기간이 짧아져 노출 기간과 잠복기를 만족시

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폐암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질병모

델은 보고서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두 기관은 폐

암의 잠복기를 10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형

암의 잠복기를 12년에서 25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

당한 기준으로 판단된다9).

백혈병 사례는 벤젠에 대한 ‘노출입증’ 요건을 만족한 경우 모두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는 벤젠의 과거 노출 수준에 대한 평가

가 다른 암 종에 비해 관대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다른 암 종에 비해 잠복기가 짧아 노출 당시의 작업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과 2003년에 벤젠의 노출

기준이 10ppm에서 1ppm으로 바뀐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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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9 건의 사례 중 8 건의 최초 노

출 시기가 2003년 이전이었으며 나머지 1 건도 최초 노출 시기가

2003년 이었다. ‘벤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는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노출기간이 10년 미만

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인 경우, 그리고 현재의 노출

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 백

혈병, 다발성 골수종,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역학 조사 기관은 실제 판정 시 이 기준에 얽매

지 않고 극소량의 노출이 확인되더라도 노출 당시 사용하였던 물질

의 벤젠 함유량 등을 감안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 보고서에 ‘노출 기간이 긴 경우에는

벤젠에 의한 질병 발생의 역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의 확

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실시한 역학조

사에서도 노출기간이 길어질 경우 노출수준에 상관없이 백혈병 발

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간암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은 간암은 만

성간염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과로는 간암을 일으키는 유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 등의

절차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결국 간암의 업무관련성 평

가는 ‘위해성’ 요건과 ‘기저질환’ 항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간암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은 비교적 간명하다. 만성

간염이 간암의 위험인자로 작용하는지와 과로가 간염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객관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되

기 때문이다. 먼저 만성 간염이 간암 발생의 중요한 위험 인자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며 IARC도 만성 간염을

‘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해성’ 요건에 대한 평가는 업무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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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판정위원회의 판결문과 재해조사서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는데, 대

부분 사례에서 대한간학회의 입장을 불승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

었다. 이들 기관에서 대한간학회의 입장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한간학회가 작성한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승인기준’이라는 용

역연구 보고서로,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부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간암에 대해 새로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승인기준’에는 과로와 간염의 경

과에 대한 대학간학회의 견해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없다. 다

만 ‘육체적 활동량이 간질환의 경과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항목에서 신체활동이 간염의 경과를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근거로 5 건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11-15). 그러나 5 건

의 연구 중 1 건은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환자를 대

상으로 한 만성질환 연구로 이 연구결과를 간염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15). 나머지 네 건의 논문 중 세 건의 논문도 급성

기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운동이 질병 회복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만성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연구이다11-13). 연구의 진행도 입

원 환자를 대상으로 적게는 15분식 하루 2회, 많은 경우 하루 40분

씩 2회를 실시하거나 하루 3시간의 운동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 직장에서 장기간 과로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청인

들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만성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1 건 있었는데 이 연구의 결과도 만성 간염 환자가 규칙적으

로 운동하면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14) 과로가 만성 간염

환자의 질병 경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로 인용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고서에는 부정확한 논문 인용도 있

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



- 34 -

호트 연구라고 제시한 논문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전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였다
12)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가 대한간학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역학조사나 다른 인정

요건에 대한 고려없이 기계적으로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현행 판정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로가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악화시켜 간암 발생

의 위험을 높이거나 그 발생 시기를 앞당긴다는 직접적인 연구 결

과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로와 간암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

정요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복기’ 요건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간학

회의 보고서에는 B형 간염환자의 간암 이행 기간은 5년이 2.7%, 10

년이 11%, 15년이 36%, 그리고 20년이 35%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

다. 이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감염 후 간암 발생까지의 이환 기간이

10년 이하인 사례에 대해서는 직업적 원인에 의한 간암 발생 가능

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악성중피종의 승인율은 75%로 나타나 조사한 암 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68.3%와 크게 다르지 않

은 수치이다16). 악성중피종의 승인율이 높은 이유는 석면과 악성중

피종 사이의 높은 특이적 연관성과, ‘노출수준’ 평가가 필요 없는 질

병모델을 역학조사 기관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받아들이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도 악성중피종에 대한 승인율

은 높은 편인데 이태리는 90%의 승인율을 보여 거의 대부분의 사례

에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악성중피종에 대한

직업성 암 승인율이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에도 불

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산재로 인정된 숫자는 많지 않다. 이는 10

만 명 당 악성중피종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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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행된 같은 연구에서는 인구 100만 명 당 악성중피종 발생율

을 한국은 1명에서 2명, 일본은 7명, 이태리는 17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17)
.

악성중피종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석면에 대한 노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업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 시에

도 역학조사기관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석면의 ‘노출수준’을 고

려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역학조사 보고서에는 ‘악성중피종의 경우

석면과의 용량-반응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노출 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노출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었다. 악성중피종의 역학조사

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두 기관에서 시행하

였다. 악성중피종에 대한 두 기관의 질병모델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질병모델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 결과도 같았다. 두 기관은

악성중피종의 80% 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평균 잠복기는 30년 전후로 보고 있었다. 다소 차이는 있

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악성중피종의 80% 정도가 석면에 의해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잠복기간도 연구마다 그 폭이 크지만

대략 20년에서 4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18). WHO도 악성중피종의

80% 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며, 잠복기는 30년 이상, 생존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9). 일부에서는 석면

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발생에 용량-반응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으나20) 이는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 발생의 위

험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낮은 농도의 석면 노

출이 위험하지 않다는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21) 악성중피종의 경

우 석면의 노출수준에 상관없이 ‘노출확인’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

하는 질병 모델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질병 모델을 산재 심사에 적용할 경우 직업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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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성 노출을 구별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의 노출수준에 역치가 없다면 노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은 환경성 노출에 의해서도 악성중피종의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2011년부터 환경성 노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석

면과 악성중피종 사이의 높은 특이적 연관성과 노출만으로도 발병

이 가능하다는 질병모델을 고려하였을 때 악성중피종 환자의 경우

어느 쪽으로든 보상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석면구제법에

의한 구제를 받으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가 활성화되면 한국환경

공단으로부터 구제 해택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 산재 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일반적인 산재 신청과는 달리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중피종의 산재 승인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석면피해구제센터에 먼저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산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역학조사 기관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가 업무 관련성 평가에 있어서 어떤 인정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학조사 기관의 인정기준이 비교적 상

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역학조사 보고서와는 달리 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의 판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위원회의 인정기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만 지하철 역무원 사례를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

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연의 영향을

‘additive effect’로 보는 점, ‘진단 시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

리고 과거 노출 환경을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는 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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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산재 승인 가능성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 역무원 사례 3 건을 제외하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가 역학조사 기관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기관의 인정기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생긴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제한점은 연구에 이용

된 사례가 116 건으로 적다는 점이다. 2011년 직업성 암으로 요양

신청된 건수가 150 건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신청 사례의 20% 정도

가 분석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전체 사례 중 폐암이 6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암 종들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역학조사 보고서,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 판정서, 재해조사서에 누락된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역학조사 보고서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직업력과 병

력, 평가과정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판정서에는 판정에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승인 기준, 판정 시 고려

사항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간암과 같이 역학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암 종의 경우 역학조사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 제한점은 산재 승인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역학조사를 수행한 연구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고려 등 보고서

나 판정서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런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가 전산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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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판정문과 보고서 등 실

제 서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개별 산재 신청 사

례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며 역학조사 기관들

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판정 방식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직업성 암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인정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

한 제한점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39 -

Ⅴ. 결 론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116 건의 산업재해 신

청 사례를 분석하여 직업성 암 인정요건이 실제 산재 판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직

업성 암의 인정 요건 6가지가 4가지 암 종 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암은 ‘노출수준’ 요건이, 백혈병

과 악성중피종은 ‘노출입증’ 요건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간암은 ‘유해성’ 요건과 ‘기저질환’ 항목에 의해

승인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암의 경우 근무기간, ‘흡연의 효과’, ‘진단 시 연령’에 대한 고려

여부가 승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출수준’에 대

한 판단은 역학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백혈병 사례는 연령과 근무기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벤젠에 대한 노출이 확인된 사레는 모두 산재 승인을 받았

으며 벤젠 이외의 물질에 사례들은 모두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간암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 한

건의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근로복지

공단은 대한간학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과로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한간학회의 보고서에 인용된 참고문헌들은 과로와 만성

간염의 경과에 관한 직접적으로 연구가 아니었다.

악성중피종의 경우 산재 승인율이 75%로 4가지 암 종 중 가장 높

았으며, 석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고 잠복기가 20년 이상인 사례는

모두 산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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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별
발생

나이
업종 업무

근무

기간
노출물질

노출

기간

입사

년도

재해

년도

생존

여부

잠복

기간

승인

여부

1 남 55 지하철 역무원 11
유리규산,

라돈, 석면
11 1997 2008 사망 11 불승인

2 남 43 지하철 검수 16 석면 16 1992 2008 생존 16 불승인

3 남 51 지하철 역무원 24
유리규산,

라돈, 석면
24 1984 2008 사망 24 불승인

4 남 60 지하철 역무원 24
유리규산,

라돈, 석면
24 1984 2008 생존 24 불승인

5 남 49 지하철 역무원 22
유리규산,

라돈, 석면
22 1985 2007 생존 25 불승인

6 남 54

폐수처

리 및

정화

폐수

처리
6

6가크롬,
황산,
수산화
나트륨

6 2003 2008 생존 6 불승인

7 남 50 건설업 목공 20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유리규산

20 1989 2009 생존 20 불승인

8 여 44
프린터

제작

프레임

세척
7 유해물질 7 2003 2010 생존 7 불승인

9 남 53

위생

도기

제작

모형

제작
25 규산 25 1984 2009 사망 25 불승인

10 남 43
도로

관리

터널

청소
9

석면, 크롬,
디젤연소물
, 벤조피렌

9 1998 2007 생존 9 불승인

11 남 48 건설업
건물

철거
0.5 석면 0.5 2009 2009 생존 0.5 불승인

12 남 47 건설업 비계공 26 석면 26 1983 2009 생존 26 불승인

13 남 49
타이어

제조
연구원 24 고무흄 24 1984 2008 사망 24 불승인

14 여 42

블라

인드

제조

원단

제단
2 유해물질 2 2010 2011 생존 2 불승인

15 남 45 전화국

전화기

선로

작업

22 석면 8 1996 2008 생존 8 불승인

16 남 38

에너지

기술

연구원

연구직 6 미세분자 6 2004 2010 사망 6 불승인

17 여 50 청소업 미화원 1 간접흡연 1 2007 2008 생존 1 불승인

18 남 67 중공업 용접공 23
6가크롬,

석면
23 1984 2007 사망 23 불승인

19 남 58 조선소 용접공 3
석면, 크롬,

니켈
16 2007 2010 생존 16 불승인

20 남 48
기계

제조
용접공 7 석면, 크롬 7 2000 2007 생존 7 불승인

21 여 58 청소업

재활

용품

선별

1 유해물질 1 2008 2009 생존 1 불승인

부록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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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 44
부품

제조

드릴,

연마
1 비산먼지 1 1987 2001 생존 14 불승인

23 남 62
장판

제조

원료

배합
21

크롬, 니켈,

PVC분진
21 1977 2004 사망 27 불승인

24 남 45 금속 용접공 3
6가크롬,

니켈
14 2006 2009 생존 3 불승인

25 남 54
석회석

탄광
굴삭기 4

PAH,

벤조피렌,

석회분진

19 2003 2007 사망 19 불승인

26 남 68 주물업

주물

소재

탈사

15
유리규산,

중금속흄
9 1993 2008 생존 9 불승인

27 남 54 제철로
압연

공정
27

석면,

유리규산,

PAH

27 1980 2007 생존 27 불승인

28 남 50
타이어

제조

타이어

제조
18

석면 포함

탈크, PAH
18 1991 2009 생존 18 불승인

29 남 38 운송업
차량

정비
4 석면 21 2003 2007 사망 21 불승인

30 남 56
가방

제조업

가방

제조업
20 PVC분진 20 1998 2008 생존 20 불승인

31 남 61
선실

조립

선실

인테

리어

6 크롬, 니켈 6 2000 2006 사망 6 불승인

32 남 50 제혁업
피혁

가공
4 유기용제 6 2004 2008 사망 6 불승인

33 남 59 목제작 목제작 12 목분진 29 1996 2008 생존 29 불승인

34 남 48
욕실

기구

욕조

마감
10

유리규산,

석면
21 1988 2009 생존 21 불승인

35 남 58 도금업
폐수

처리
2

6가크롬,

니켈
7 2007 2009 사망 7 불승인

36 남 61 조선소 절삭공 26 니켈, 크롬 26 1984 2010 생존 26 불승인

37 남 49
밸브

제조

모형

제작
28

석면,

목분진
28 1980 2008 생존 28 불승인

38 남 47
금속

가공

밸브

가공
27

PAH, 석면,

용접흄
27 1980 2007 사망 27 불승인

39 남 41 지하철 기관사 9 라돈, 석면 9 1997 2006 사망 9 불승인

40 남 63
직물

염색
나염 16 유기용제 12 1991 2007 생존 16 불승인

41 남 47 지하철 기관사 16 석면, 라돈 16 1990 2006 생존 16 승인

42 남 52 지하철 기관사 24 석면, 라돈 24 1984 2008 생존 24 승인

43 남 44 지하철 신호직 17
유리규산,

라돈, 석면
17 1991 2008 생존 17 승인

44 남 47
금속

도금
도금 17 6가크롬 17 1990 2007 생존 17 승인

45 남 57 탄광업 채탄부 16
유리규산,

탄분진
16 1979 2009 사망 3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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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남 56
화력

발전
보온공 28 석면 32 1982 2010 생존 32 승인

47 남 60 건설업 보온공 24
석면,

용접흄
24 1984 2008 사망 24 승인

48 남 47 건설업 제관공 22
석면,

용접흄
22 1988 2010 사망 22 승인

49 남 47
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제조
16 고무흄 16 1993 2009 생존 16 승인

50 남 55 건설업

슬레

이트

절단

25 석면 25 1973 2008 생존 36 승인

51 남 65 중공업 용접공 28
6가 크롬,

니켈
28 1980 2008 생존 28 승인

52 남 54 광업
착암

작업
32

결정형

유리규산
32 1978 2010 생존 32 승인

53 남 59
자동차

정비업
도장공 36

석면, 크롬,

규산, PAH
36 1973 2009 사망 36 승인

54 남 37 주물업
주물

조형
26

유리규산,
크롬, 니켈,
석면

26 1985 2011 생존 26 승인

55 남 46
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버핑
15

고무흄,

PAH
15 1992 2007 사망 15 승인

56 남 61 건설업
할석

업무
15 석면, 크롬 15 1994 2009 사망 15 승인

57 여 46 건설업 착암공 9 유리규산 32 2000 2009 생존 32 승인

58 남 51 씨멘트
시멘트

포장
27

크롬,

유리규산
27 1981 2008 생존 27 승인

59 남 57 철광업 채광부 14

라돈,

유리규산,

크롬

14 1980 2007 생존 27 승인

60 남 52
폐기물

처리

차량

정비
17 석면 17 1991 2008 생존 17 승인

61 남 61 금속
배관

용접공
12 석면 12 1982 2009 생존 27 승인

62 남 68
토사

채굴

현장

노무
21

결정형

유리규산
21 1989 2010 생존 21 승인

63 남 33
주방

기기

배관

교체
8 석면 8 1998 2006 사망 8 승인

64 남 57
금속

제조
주물 33

유리규산,

PAH, 크롬,

니켈,

카드뮴

33 1977 2010 생존 33 승인

65 남 63

비금속

광물

제조

슬레

이트

작업

20 석면 20 1976 2009 생존 33 승인

66 남 53 조선업
도장

작업
24 콜타르도료 24 1984 2008 생존 24 승인

67 남 49 조선업
도장

작업
23

콜타르도료

, 6가크롬
23 1986 2009 사망 23 승인

68 남 66 조선업
취부

작업
18

6가크롬,

석면
18 1981 2009 사망 18 승인



- 47 -

69 남 51 건설업 용접공 25
6가크롬,

석면, 니켈
25 1983 2008 생존 25 승인

70 남 57
금속

도금업
도금 21 6가크롬 33 1988 2009 생존 3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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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별
발생

나이
업종 업무

근무

기간
노출물질

노출

기간

입사

년도

재해

년도

생존

여부

잠복

기간

승인

여부

71 여 69 반도체
오퍼레

이터
5 벤젠 5 1999 2008 사망 10 불승인

72 남 42 화학
폐수

처리
16

벤젠,

포름알데히드
16 1993 2009 생존 16 승인

73 남 46
화학

섬유

부직포

생산
22 방사선 22 1988 2010 사망 22 불승인

74 남 57
PVC

제조

원료

혼합
12 벤젠 12 1995 2007 생존 12 불승인

75 남 45
석유

화학
배관공 15

벤젠,

부타디엔
15 1986 2008 생존 22 승인

76 남 50
석유

화학

배관

용접공
29 벤젠 29 1978 2007 생존 29 승인

77 여 54
타이어

제조

타이어

운반
14 벤젠 14 1996 2010 생존 14 승인

78 남 67
자동차

정비

도장

작업
12 벤젠 14 1997 2009 생존 14 승인

79 남 47 출판업
활판

인쇄,
12 벤젠 12 1979 2009 생존 30 승인

80 남 34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구역

통제

11 방사선 11 1995 2006 사망 11 불승인

81 남 24
원자력

발전소

원격

원자력

조정

0.3 방사선 0.1 2009 2010 생존 0.3 불승인

82 남 41
섬유

화학

접착제

제조
16 벤젠 16 1993 2010 생존 16 승인

83 남 48 제철업
코크스

작업
8 벤젠 8 2003 2011 생존 8 승인

84 남 28
발전소

건설

기계실

검사
1

방사선,

유기용제
1 2007 2008 생존 1 불승인

85 남 42
충전기

제작

황산

주입
20 황산, 납 20 1987 2007 생존 20 불승인

86 남 27 출판업
마스터

인쇄
5 벤젠 5 2005 2010 생존 5 불승인

87 남 42
피혁

제조업

패들

작업
2 벤젠 2 2006 2008 생존 2 불승인

88 남 32

플라

스틱

가공

기계

설계
5

방사선,

유기용제
5 2004 2008 생존 5 불승인

89 남 33 조선업
도장

작업
1 벤젠 1 2003 2004 생존 1 불승인

90 여 36 반도체
불량

검사
5 벤젠, TCE 5 1991 2005 생존 14 불승인

부록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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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남 34 가공업
도장

작업
13 벤젠 13 1996 2009 생존 13 승인

92 여 22 반도체
X-ray

측정
3 방사선 3 2004 2008 생존 3 불승인

93 여 30
전자

제조

납땜,

수동

조립

10 납 10 1998 2008 사망 10 불승인

94 남 22
자동차

정비
도장 2 벤젠, 톨루엔 2 2007 2009 생존 2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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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별
발생
나이 업종 업무

근무
기간 노출

노출
기간

생존
여부

입사
년도

재해
년도

이환
기간

기저
질환

승인
여부

95 남 62 건설업 기계
기술직

4 과로 14 생존 2003 2007 10 B형
간염

불승인

96 남 49 금속
가공업

금속
가공업 3 과로 3 생존 1999 2001 NA B형

간염 불승인

97 남 45 기계 영업직 NA 과로 1 사망 NA NA 20
B형
간염 불승인

98 남 53
전자
통신

제조업
관리직 4 과로 3 사망 2004 2008 20

B형
간염 불승인

99 남 50 출판업 영업직 2 과로 2 생존 2007 2009 NA C형
간염

불승인

100 남 40 제과업 관리직 14 과로 3 사망 1993 2003 NA B형
간염 불승인

101 남 57 창고업 관리자 8 과로 8 생존 2003 2011 NA B형
간염 불승인

102 남 46
환경
시설
공사

관리직 15 과로 1 생존 1998 2003 20 B형
간염 불승인

103 남 37 기계
제작

관리직 3 과로 3 사망 2004 2007 20 B형
간염

불승인

104 남 45 문화재
연구소

연구원 0.5 과로 0.5 사망 2006 2006 NA B형
간염

불승인

105 남 34
선박
부품
제조업

취부공 9 과로 9 사망 2000 2009 NA B형
간염 불승인

106 남 52 협동
조합 사무직 23 과로 4 사망 1983 2006 NA B형

간염 불승인

107 남 45 기계
제작 사무직 NA 과로 1 사망 99 2009 1 B형

간염 불승인

108 남 47 지퍼
제작 생산직 10 과로 10 사망 1999 2009 10 B형

간염 불승인

부록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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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별
발생
나이 업종 업무

근무
기간

노출
물질

노출
기간

생존
여부

입사
년도

재해
년도 잠복기

승인
여부

109 남 49 운수업 운전
기사

15 석면 15 생존 1996 2011 15 불승인

110 여 21 반도체 오퍼
레이터 3 석면 3 생존 2006 2009 3 불승인

111 남 52 철강업
파이프
설치 20 석면 20 생존 1990 2010 20 승인

112 남 45
바닥재
생산

재료
혼합 20 석면 20 생존 1998 2009 20 승인

113 남 49 정류자
제조

외경
가공

22 석면 22 생존 1987 2009 22 승인

114 남 69 건설업 비계
작업 5 석면 5 생존 1993 2010 17 승인

115 남 70 철강업 비계
해체 12 석면 12 사망 1970 2008 38 승인

116 남 54 기계
설비 용접공 13 석면 22 생존 1993 2010 22 승인

부록 (악성중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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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designed to figure out how requirements

from occupational disease committee decision and referral evaluation

report are applied for acception of occupational cancer.

Methods: Evaluation was based on 116 cases applied for

recuperation to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nd prerequisite for recognition was divided into 6 categories as,

'diagnosis of disease’, 'hazard identification’, ‘exposure demonstration’,

‘latency period’, 'exposure level’, ‘consideration of other relevant

factors’ and identified how each condition was applied to each

cancer type. The type of cancer was limited to lung cancer,

leukemia,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malignant mesothelioma.

Results: In case of lung cancer, ‘exposure level’ is an important

parameter for decision on occupational cancer and we confirmed that

there could be discrepancy based on the referral institute. ‘exposure

demonstration’ is important in leukemia and malignant mesothelioma

and occupational cancer was accepted only when exposed to

benzene and asbestos, respectively.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occupational cancer was determined based on ‘hazard identification’

and ‘pre-existing disease’ and none was approved as occupation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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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actual factor for recognition among the six

prerequistes was distinctive according to cancer types. And the

occupational disease committee accepts the acceptance criteria of

referral institute almost as it is and the referral institute was identified

as having the actual influence on acceptance of occupational

disease.

Key words : occupational cancer, acceptance criteria,

occupational disease committee, referral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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