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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업종의 경우 과로자살이 반복되는 지경이다. 과로자살은 지
금 이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혹자의 말을 빌어
보면, 노동자의 존재 조건은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 절망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꼴이
다. → 과로자살 연구는 과로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를 대상으로 과로자살의 위험 요인을 구체
화하고 그 위험의 공통 요인을 드러내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과로자살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미디어화되는데 반해, 경험연구는 사실상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
디어에서는 일본발 과로자살(過勞自殺, karo-jisatsu)이란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과로사방지법>을
탈맥락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과로사방지법’의 수입만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과로자살의 맥락적․구조적 위험 요인을 문제 제기하고 태클하는데 한계가 많다.
경험연구의 빈곤함만큼이나 개념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이 만성화되어 있고
여기에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과로+자살의 문제는 개념의 부재로 그 실
태조차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하는 산재 통계의 보수적인 수치만이 반복되
거나 편차 큰 추정치만이 유통되고 있을 뿐이다. → 본 연구는 노동과정이나 일터의 맥락을 중심으로
노동자 자살의 맥락적․구조적 요인들을 탐색해, 과로자살을 유발하는 지금 이 시대 신자유주의적 과로의
폭력성이 일터와 노동자를 가로지르는 지점들을 구체화한다. 과로자살의 개념을 정치화해 그 실태 조사
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과제다.
사실 과로로 인한 자살 그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과로자살 문제는 90년대 중
반 이후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성과 장치들이 대거 도
입되고 고도화되는 맥락에서 부상한 새로운 현상이다. 일본의 경험이나 중국의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과로자살은 새로운 현상으로 독해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과로와 자살이 별개의 이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한 자살률의 흐름 속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비극으로 이는 과로+자살이 하나로 뒤엉킨 사회구조적 특성으로서 독특

한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본 연구는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과로자살을 관통하
는 만성화된 위험 요인과 새로운 위험 요인들(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유발하는 위험 요인
들)을 일별한다. 또한 사회적 사실인 점에 주목해 과로자살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구체화한다. 대안을 정
교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과로자살 사건의 반복성과 추세만 보아도 과로자살에 조직이나 환경의 구조적 문제들이 관통하고 있
음을 추정할 수 있지만, 과로자살을 개인화 또는 주변화하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로 위험을 개
인적인 사유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과로자살의 문제를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취급해 버린
다. 과로자살의 구조적 위험이 탈정치화되는 지점이다. → 본 연구는 구조적 위험을 개인화하고 은폐하
는 화법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과로자살이 착취적 생산관계의 산물임을 명료히 하고자 한다.
한편, 과로자살이 동아시아의 독특한 현상인지 질문하고 답한다. 한중일 비교를 통해 과로자살의 동
아시아적 특수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한국적 특수성을 일별한다. 이는 문화론적 설명(‘한국적’, ‘일본적’,
‘중국적’, ‘동아시아적’ 특수성)의 함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과로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의 사건들 이를테면, 우편집배노동자, 게임
노동자, 현장실습생, 사회복지공무원, 이주노동자, 취업준비생 등의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위 연구
대상은 개별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고 과로자살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사건들은 아닐지라도,
과로자살이 반복된 사례들로 과로자살의 맥락적․구조적 요인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
한다.
연구는 전반부 기간 동안 각 사건들의 특징(배경, 원인, 쟁점, 대책 등)을 조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과로자살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위험의 공통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한 작업이자 대안의 우
선순위를 정교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후반부 기간 동안은 사례 간 특징을 유형화(공통점과 차이점 일별)
하고 과로자살의 개념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과로자살의 쟁점들은 무엇인지, 과로자살 문제의 대
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2. 진행 경과
◉ 모임 일정 및 내용
일정

1차: 2017년 4월 21일
연구소
2차: 2017년 5월 26일
연구소
3차: 2017년 6월 29일
연구소
4차: 2017년 7월 28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5차: 2017년 9월 8일
연구소
6차: 2017년 10월 11일
연구소
7차: 2017년 11월 15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8차: 2017년 12월 13일
서교인문사회연구실
9차: 2018년 2월 22일
연구소
10차: 2018년 3월 22일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1차: 2018년 4월 19일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2차: 2018년 6월 28일
문화사회연구소
13차: 2018년 8월 8일
문화사회연구소

내용

-기획안 검토
-게임노동자 사례 공유
-시바타 요시오의 통치성 텍스트 검토
-증권노동자 사례 공유
-텍스트(『자살, 차악의 선택』) 검토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생 사례 공유
-텍스트(『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 『자살론』) 검토
-텍스트(『과로자살』) 검토
-폭스콘 사례 공유
-텍스트(『죽음의 스펙터클』, 『자유죽음』) 검토
-이주노동자, 취업준비생 사례 공유
-텍스트(『자유죽음』) 검토
-사례 공유
-자살예방백서 자료 검토

<중간 발표>

-법리관련 논문 검토

-심리부검 텍스트 검토

-원고 검토(취업준비생)

-원고 검토(나머지)

◉ 연재 기사
주제

담당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 (일자)

과로자살 서론

김영선

과로자살의 위험을 거둬내기 위하여 (2017.8.19)

현장실습생

최민

처음 만난 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 (2017.9.27)

이주노동자

서선영

오늘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7.11.18)

일본 덴츠

김직수

과로자살, 되풀이된 일본 광고회사 덴츠 사원 자살 사건 (2017.12.12)

중국 폭스콘

예동근

회사 건물에 자살방지용 그물 설치한 중국 기업 (2018.1.13)

사회복지노동자

천주희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2018.2.13)

취업준비생

전주희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2018.3.9)

과로사 유가족

강민정

'과로죽음 무거운 짐덩어리'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 (21018.4.9)

◉ 연구비 지출 내역
내역

금액

연구자료비 1차

240만원 (30만원 * 8명)

연구자료비 2차

200만원 (26.6만원 * 8명) (미지급)

회의진행비

53만원

워크숍비

94만원 (교통비 72만원 + 회의진행비 22만원)

인쇄비

-

잔액

5,700원 (미처리)

총액

600만원

◉ 이후 계획
- 최종 보고서 제출 (2018년 8월 31일까지)
- 단행본 출간 작업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판단, 출판사 나름북스 예정)

1부
들어가며

1. 과로자살의 행렬

(1) 과로자살의 사회적 맥락
(2) 과로와 자살의 연관성
(3) 실적 압박에 타들어가다
(4) 다른 문법으로 읽어야 할 과로
(5) ‘원래 심신이 미약했다’
(6) 과로자살의 정치화

⑴ 과로자살의 사회적 맥락
일본 광고회사 덴츠에서 자살한 신입사원(24세)의 메시지는 자살 전 발견되는 몸과 마음이 타들어감 상
태를 잘 보여준다. “이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다. … 자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감정이 다 사라졌다. …
매일 다음 날이 오는 게 무서워서 잘 수 없다. … 살기 위해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 사는지 모를 때부터
인생이다.”라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기형적인 장시간 노동+과도한 실적 압박이 노동자의 심신을 어떻
게 사막화하는지를 실감케 한다. 과로 ~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는’ 절망 상태 ~ 자살 간의 연관고리를 파
악할 수 있는 지점이다.
앞선 인용에서 보듯 그녀는 고강도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호소했다. 자정부터 시작한 회의
가 새벽 4시에 끝나도 아침 정시에 출근해야 했고 한 달에 105시간(주당 26.5시간, 하루 5.3시간)이 넘는 초
과근무를 했다. 어떤 때는 (중간에 17분쯤 공백시간을 제외하고는) 사무실도 벗어나지 못한 채 53시간 연
속 근무에 시달렸다. 부서 인원이 줄었음에도 업무량은 그대로였고 한밤중의 갑작스런 의뢰나 최종 단계
에서의 수정 지시도 빈번했기에 야근·특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노사 합의에 따른 월최대
초과근무는 50시간(주당 12.5시간, 하루 2.5시간)까지였는데, 이를 훨씬 넘는 불법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잔업 시간을 축소 신고토록 했다. 야근을 대놓고 조장하는 회사 분위기도 문제였다. 회사는 1950년
대 만들었다는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계명, 일명 ‘악마의 규칙’을 암송토록 했고 노동자를 ‘신화에나
나오는 병사’로 취급했다.1)

이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다. … 토·일요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다. …
자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감정이 다 사라졌다. … 매일 다음 날이 오는 게 무서워서 잘 수 없다. …
살기 위해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 사는지 모를 때부터 인생이다. … 이미 (오전) 4시다. 몸이 떨린다.
죽어야겠다. 더는 무리인 것 같다. … 휴일을 반납하고 만든 자료가 형편없다고 했다. 몸도 마음도

1) 곽선영, “‘과로자살’ 비판하는 일본 언론의 더 열악한 환경”,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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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방송』 554호, 2017; 경향신문, “죽음으로 몰고

갈기갈기 찢어진다.

과로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됐다. 과로는 육체적 파멸을 비롯해 ‘기형적인 불구자’를 양산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지적 타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모든 생명체를 황폐화하는 원흉이라는 문제 제기까지
논의가 다양하다.2) 일찍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를 수명 단축, 교통 사망, 아동 사망, 돌연사 등 죽
음으로 내모는 과로를 문제 제기하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착취의 산물임을 주목했다.3)
과로죽음이 착취적 생산관계에 따른 필연적 비극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과로+자살이 접합되어 나타났던
시기적 맥락을 짚을 필요가 있다. 과로자살은 과로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80~9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
으로 당시 과로사가 출현했던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그 시기는 일본 내 생산혁신이 가
속화되던 때다. 『현대자본주의의 ME화』를 쓴 도끼다 요시히사는 극소전자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에
따른 피로의 질적 변화를 지적한다. 극소전자기술의 합리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 ~ 고강도 장시간 노동 ~
피로축적·건강파괴·과로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토요타의 어둠』을 쓴 와타나베 마사히로 또한 과
로죽음이 80년대부터 두드러진 사회적 현상임을 지적한다. 이 시기 토요타는 생산과정 내 모든 비용의 최
소화를 목표로 하는 적기생산방식(Just In Time)을 전사적으로 도입해 한때는 세계 경영의 교과서로 거론되
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방식은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노무관리로도 악명높았는데, 여러 문제 가운
데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가 심각했다. 전현직 직원들은 토요타를 ‘작은 북한’이라고 비하할 정도였다고 한
다. 노동과정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의 변화가 긴밀하게 접합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4)

(2) 과로와 자살의 연관성
과로자살이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아빠, 나 오늘 콜 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라는 메시
2) White, Joanne and Johanna Beswick, Working Long Hours, Health and Safety Laboratory, 2003, pp. 5; Claire C.
Caruso, “Possible broad impacts of long work hours”, Industrial Health 44, 2006; Rupashree Goswami, “Shift work
and its effect on social and personal life of shift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nagement,
Economics and Commerce 2(5), 2012, pp. 47~63; Mika Kivim ki et al., “Long working hours and risk of coronary

ä

heart disease and stroke”, The LANCET 386(10005), 2015; 김인아, “노동시간의 건강영향 동향”, 2014년도 제52차 대
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 자료집, 2014; 이혜은, “노동시간단축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서
건강권으로”, 민주노총 투쟁의제 강화를 위한 연구결과 워크숍 , 2016.
3)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 박준식 전병유 조효래 역, 두리, 1988; 칼 마르크스, 자본론 (상) ,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96, 433쪽; 폴 라파르그, 게으를 수 있는 권리 ,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14쪽; 손미아,
“ 자본론 과 노동자계급의 건강: 맑스시대와 현대자본주의시대에서 노동자계급 건강악화의 기원”, 노동사회과
학 3호, 2010, 35~38쪽.
4) 와타나베 마사히로, “토요타 사원이 목을 맨 사건의 진상”, 토요타의 어둠 , JPNews 역, 창해, 2010, 143쪽; 도끼다
요시히사, “극소전자혁명과 노동자계급의 상태”, 생산혁신과 노동의 변화 , 강석재 이호창 편역, 새길, 1993,
311~330쪽; 아마미야 가린, “기업에 의한 살인: 과로자살”,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 김미정
역, 미지북스, 2011, 189쪽.

「

≪ ≫
』

『

』

·

『

『

·

『
『

- 2 -

」

『

』

』

Ⅰ 』

『

』

·

』

지를 남기고 저수지에 투신한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이나 “주말도, 휴식도 없다 … 나에
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만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
이 오는 게 두렵다.”며 열차에 투신한 논산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의 자살을 포함해 은행원, 증권맨, 보험
맨 등 금융노동자의 연이은 자살, 서비스센터 기사의 잇단 자살, 게임 및 IT업계 개발자의 계속된 자살,
방송 노동자들의 반복된 자살, 우편집배원의 잇달은 자살, 지하철 기관사들의 연달은 자살까지! 과로자살
의 행렬은 이곳에서도 줄을 잇고 있다.
비극의 공통분모는 한 사람이 2~3인분의 일을 짊어지게 하는 업무구조에 있었다. 현장에서는 복지 사업
은 늘어나는데 반해 정작 담당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깔때기 모양처럼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깔때기 현상’이라고 일컫는다. 이럴 때면 사회복지 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인적인 초과에 시달린다
고 한다. “월말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받을 땐 직원들이 새벽 3시 넘어 퇴근”하는 게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기형적인 장시간 노동구조는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해야 할 대상자가 OECD 평균 70명에 비해 7배나 많
은 수치(500여 명, 2012년 기준)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5)
그럼에도 과로 때문에 자살을 한단 말인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면 되
는 거 아냐”라고!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맥락적 요인과 함께 과로와 자살 생각 간의 관련성
은 어느 정도인지 보아야 한다.
‘어딜 가봐야 헬조선’이라는 불안감이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감정 요인이자 사회적 요인일 수 있다.
“이제 다른 거를 뭘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 ‘여기서도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비하적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망)갈 곳 없어요”6)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
적 불안의 심리적 징후들이 과로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과 얼마나 친화적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60시간 이상 노동자는 주52시간 미만 노동자에 비해 우울 증상이 1.62배 높다. 게임
출시나 업데이트 전 야근이나 특근을 반복하는 ‘크런치 모드’에 노출된 게임노동자의 경우, 우울증 의심
비율이 일반 인구에 비해 3~5배 높게 나타났다.7) 과로와 우울증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과로와 자살 생각 간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자.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장시간 노동과 자살 생각 간의 상관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조사는 사회복지사 5,966명 가
운데 27.5%가 자살 생각을 하고 이는 장시간 노동에 기인한다고 보고한다.8) 앞서 언급한 게임노동자에 대

…

5) 노컷뉴스, “사회복지공무원 연이은 자살
깔때기 근무가 '원인'”, 2013.4.16.; 한겨레, “복지공무원 1명당 기초수급자
중계동 491명 vs 반포본동 6명”, 2014.3.17.
6) SBS, “과로 자살의 시대
인간 ‘무한요금제’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7.8.
7) Kim et al., “Working hour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full-time employee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39(5), 2013, pp. 515~5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 게임산업종사자 실태조사 설문조사 , 2017.
8) 김기웅 외,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4권 4호, 2012; 임상혁, “사회복지 공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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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또한 자살 생각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크런치 모드 기간에는 2~3배 이상씩 높아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자살 생각(suicidal ideation)이 자살 시도(attempted suicide)로 모두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만, 과로 ~ 자살 생각 ~ 자살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과로자살의 원인은 긴 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폭력적 조직문화, 직장내 괴롭힘, 억압적 노무관
리, 고객 폭력, 가족 문제, 생활고 문제까지 개인 요인, 업무 요인, 경제 요인, 제도 요인, 사회문화 요인
등이 복합하게 맞물린 비극이다. 한 사람이 목숨을 포기한다는 결정까지 수많은 복잡성을 고려하면 자살
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특정 작업장에서 자연사가 아닌 죽음들이 반복된다면 구조
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설에 기초해 과로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작업장을 분
석한다면 죽음을 야기하는 구조적 위험의 공통 요인을 추적해 과로 ~ 자살 간의 상관성을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죽음의 원인을 개인적인 이유나 예외적인 일로 환원되는 걸 차단하는 최소한의 작업
이 되지 않을까 싶다.

(3) 실적 압박에 타들어가다
과로자살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쥐어짜임+타들어감+짖눌림+무력감) 상태에 시달리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일컫는데, 여기서 ‘과로’는 시간의 길이나 업무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업무나 역
할의 변화, 근무지의 변경, 업무상의 인간 관계, 업무에 수반되는 경쟁과 리스크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과로자살을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과로자살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업무에 기인한 노동자들의 자살은 있어 왔다. 그렇지만 작금의 과로자살 문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성과 장치들이 대거 도입되고 고도
화되는 맥락에서 빚어진 새로운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장치들이 유발하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의 위험뿐만 아니
라 극단적인 경우 자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끊임없는
경쟁이 노동자들의 삶을 한없이 불안정하게 만들어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내몬다고 지적한다. 매일 같이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경쟁 구조는 극도의 스트레스, 정서의 사막화, 모욕감을 유발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이데올로기가 폭력과 모욕을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는 수단
이라고 비판하고 정서가 사막화된 곳에서는 자살이라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한다.9)

「

·

원 및 법원 공무원 건강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 법원공무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공직사회 노동조건
개선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 2013; 이명화, “근로의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
회 발표집 , 201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 게임산업종사자 실태조사 설문조사 , 2017.
9) 프랑코 베라르디, 죽음의 스펙터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범죄, 자살, 광기 , 송섬별 역, 반비, 2016, 207~213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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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실적 압박+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잇따른 과로자살이 공통적으
로 말해주는 점은 실적 압박과 자살 간의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추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만성적인 과로 위험에 과도한 실적 압박이 덧대지면서 노동자들은 쥐어짜임+타들어감+
짖눌림+무력감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유례없던 유형의 죽음이다. 일본의 경험
을 비춰보면, 앞으로도 빈도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과로자살을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포착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꽤 잦은 금융 노동자들의 자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통해 실적압박과 자살 간의 연관고
리를 추정해 보자. 최근 증권사들은 생산성 향상이란 명분으로 ‘영업실적 손익분기점(BEP)’을 도입했다. 영
업실적 손익분기점은 증권맨이 부여받는 실적 목표치로 ‘목표’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급여의 일부를 삭감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일테면, 성과가 낮은 경우 급여를 10~30% 정도 삭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영업실적의 목표치를 한 번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영업실적 기준이 매년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임금 삭감 비율도 매년 상승해 왔다는 것이다. 최대 70%까지 삭감하는 작
업장도 있다.10) 증권맨의 현재 상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구술자의 표현이 잊혀지질 않는다. “여기서
는 실적이 곧 인격이에요!”
당시 주식거래 급감으로 실적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직원들이 속출했고 이에 회사는 소장펀드, 퇴직
연금, 연금저축펀드 등 각종 프로모션을 벌이며 직원들을 더욱 압박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업무 할당량
을 정하고 실적을 공개했다. 직원들은 일간-주간-월간-분기간-년간 목표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할지 실
적 계획서를 써내야 했다. 베테랑 증권맨으로 불리던 망자도 업무+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과장이었던 망자의 경우 매달 500~600만 원에 해당하는 영업실적을 채워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월급에
서 100~200만 원을 삭감해야 했다. 망자는 성과를 못 낼 경우 감봉은 물론 퇴출 1순위로 전락할 수 있다
는 불안감이 컸다고 한다. 실적 압박+업무 스트레스로 타들어가던 망자는 결국 회사 비상계단에서 목 매
자살했다.11)
실적 압박 ~ 업무 스트레스 ~ 자살 간의 상관성이 높은 지점이다. 과도한 목표치, 무리한 일정, 가혹한
성과 평가 등 성과 장치에 ‘반인권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따져 물어야 대목이다.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고
객만족도 제고라는 명분으로 성과 평가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데, 반인권적인 요소들(미스터리쇼퍼 형
태로 욕설이나 인격무시를 포함한 진상 고객 대응도 평가, 적정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목표치 부여, 생

證

10) 머니투데이, “연봉 4배 못 벌면 임금삭감? 하이투자 감원공포”, 2016.11.24.
11) 오마이뉴스, “40대 유망한 증권맨, 그는 왜 직장에서 목을 맸나”, 2014.8.19.; 파이낸셜투데이, “HMC투자증권, 스스로
목 맨 ‘증권맨’”, 2014.8.25.; 팝콘뉴스, “현대차 계열 HMC투자증권
죽음 부른 '성과지향 체계'와 이어지는 구설수”,
201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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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권을 박탈하는 정도의 가혹한 임금 삭감 조치)까지 생산성·고객만족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
는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과로자살이 발전주의적 노동통제(군대식 조직문화, 억압적인 시간 통제)의 폐해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시간 통치(경쟁적 조직문화, 실적 중심의 관리)가 가로지르면서 빚어진결과임을 강조한다.
고질적인 과로 위험에 실적 압박이 덧대지면서 발생하는 비극들인 것이다.
자살은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조직의 모순을 함축하고 있는 징표다. 예외나 우연이나 개인
적인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혹자의 말처럼 과로자살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
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자살은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 절망상태를 증거하는 상징
적 행위임을 감안할 때, 현장실습생, PD, IT개발자, 엔지니어, 우편집배원, 서비스기사, 사회복지공무원, 기
관사, 승무원, 은행원, 증권맨, 영업사원, 인턴의 잇따른 자살은 분명 조직·사회의 절망 상태를 나타내는 증
거들이다.
이러한 ‘반복된’ 죽음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턱밑까지 차오른 만성적인 과로 관행에
과도한 실적 압박의 폭력성이 노동자를 쥐어짜임+타들어감+짖눌림+무력감 상태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과로자살 사건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순적인 점은 과로자살을 ‘개인적인 비극’, ‘예외적인 일’이
라고 여기는 자본의 언어가 난무한다는 점이다.
실적압박이 유발한 자살사건은 죽는 게 나을 만큼 힘든 상황의 삶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혹은
‘죽어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를 반추하게 한다. 영화 <잠깜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주인공이 결국 회사를 그만 두는 날, 동료가 그간 앓던 속내를 풀어 놓는 장면이다.

내일은 더 큰 실적을 올려야 하고 ... 다른 사람이 단숨에 치고 올라오고 있고 ...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무서워! 난 더 이상은 못해!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나도 여유 따위는 없어!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여기 말고는 어딜 가야할지 모르겠어!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이젠
지쳤어!

과중한 업무량+가혹한 성과 압박의 일터에서 다른 동료들 또한 ‘죽어가고’ 있었던 상태임을 잘 드러내
는 대목이다. 잦은 야근과 성과 압박에 내몰려 자살의 감정이 꽤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살
예감에 대한 치유는 단순히 우울증을 앓는 몇몇 개인을 발견해 내고 치료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우울증
의 원인(과로, 불안정성, 실적 압박, 포괄임금제 등)을 제거하는 사회구조적 치료책이 필요하다.

(4) 다른 문법으로 읽어야 할 과로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과로의 성질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노동시간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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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제한된 형태였다면 현재는 작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연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업무 특성이 시
간량으로는 계상하기 곤란한 ‘오로지 실적’만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과로를 다른 문법으로 읽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성과 평가 요인과 기술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성과 평가는 시간량으로 포착할 수 없는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또는 퇴근 후 작업장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적 압박의 무게감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다. 계측되지 않는 노동시간의 양도 상당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 또는 정신 부하에 미
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삶 전체를 생산시간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성과 장치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
파고들어 과로(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있다.12) 물론 성과 장치의 핵심은 노동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게끔 유
도하는 것을 포함해 알아서 조금만 더 짜내도록 유도해 강도를 강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
서는 성과 장치들이 일터 괴롭힘과 뒤엉켜 작동한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LG유플러스고객
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 사건은 가혹한 성과 시스템이 어떻게 과로자살로 연결되는지를 증거하는 비극이
다. 상담원는 초단위로 관리되고 10등급으로 나눠 평가되는데, 콜 수를 못 채우면 실적급 평가에서 감점이
매겨진다. 평가는 센터-실-팀-개인 단위로 상대평가되고 평가와 실적이 연동된다. 자살한 망인을 포함한 상
담원들은 낮은 기본급 탓에 실적급1(해지방어 실적)과 실적급2(상품판매 실적)을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성
과주의 임금체계와 경쟁 시스템은 폭력적인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다.13)
2018년 7월 발생한 KB국민은행의 50대 영업팀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노조의 인터뷰 내용 또한 폭력적인
성과 평가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성과 평가는 아웃바운드사업 본부로부터 받고, 역량평가는 소속 지역영업그룹 대표로부터 받으면서
평가에 대한 이중 부담이 있었다 … 새로운 조직에 가면 인사(KPI)평가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실적을 표기하는 식으로 평가했다 - 전국금융산업노조 KB은행지부
위원장의 인터뷰 재인용14)

둘째, 디지털 모바일 기술은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 요인으로 장소(공장, 사무실, 작업장)
구속적이었던 노동과정을 탈공간화된 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생산성, 혁신, 소비자 편의, 비용 절감, 경쟁
력의 언어로 무장한 신기술은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의 탈공간화를 더욱 빠른 속
도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신기술이 노동의 고통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판타지와는 달리 현실에서 노동자

12) Shibata Yoshio, “Governing employees: A Foucauldian analysis of deaths from overwork in Japan”, Global Asia
Journal 12, 2012, pp. 34~35.
13)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 2017년 활동 평가와 과제 , 과로사OUT
대책위 2차 워크숍 자료집, 4쪽.
14) 한국스포츠경제, “KB국민, 50대 지점 영업팀장 자살 ... 유족 ”실적압박 탓“”, 2018.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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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장을 벗어나도 노동의 굴레에 묶여 있게 된다. ‘항시 대기’에 대한 강박은 일상을 관통․침해한다.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015년 직장인들의 공감 신조어 1위가 ‘카톡 감옥’, ‘전자발
찌’, ‘새벽불림’이었던 데서 알 수 있다. 작업장 밖이 개별 노동자의 자유시간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끝
났다. SNS 업무 지시의 일상 ‘침투’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로 주목해야 할 점은 업무의 전과정이 실시간
으로 데이터화된다는 것이다. 성과 평가는 월별, 주별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개인별로 표기되
기에 성과 경쟁을 가속화한다. 혹자가 공장을 ‘완화된 감옥’이라 불렀던 것에 비춰보면, 디지털 모바일 기
술은 감옥의 외연을 비가시적인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독 높음에도 어떠한 제한
장치가 없는 상태 그 자체가 만성화된 자조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성과 장치나 신기술 등 새로운 변인들이 만성적인 과로와 결합하면서 과로자살의 위험을 높이
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네 일터의 현실이다.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는 또 다른 현실은 노동(과정)이 탈공간
화되면서 과로자살을 규명하는 일이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에 대한
노동시간 산정 문제, 배달앱 노동을 포함한 호출 노동자의 산재 처리 문제 모두 새롭게 부상하는 쟁점들
이다.
작금의 과로자살은 만성화된 과로 위험에 신자유주의적 성과 장치, 기술 장치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들
이 덧대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과로자살의 유형을 나눠보면, 만성 과로에 노출된
상태에서 실적 압박 등이 방아쇠 효과(trigger effect)로 작용해 사망하는 경우가 눈에 띠게 늘었다. 방아쇠
효과는 단기간 또는 비예측적인 또는 급격한 정신적·신체적 부하 등을 말한다.15) 여기에 해당하는 과로죽
음의 유형으로는 게임이나 IT, 방송, 출판 등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노동자들의 과로자살이나 보험·증권 등
금융노동자의 과로자살을 들 수 있다. 산재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시간임에도 실적 압박이나 집중
근무 같은 업무의 질적 요인에 따른 과로자살 사례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실적 압박․성과 평
가 등의 개별화된 경쟁 장치는 턱밑까지 차오른 과로자살의 위험을 ‘격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적’ 과로죽음의 특징이다.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로 업무의 질적 특성
을 포착하려는 관점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관점과 대응의 부재는 ‘길이’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후
자의 형태를 방기하고 만다.

(5) ‘원래 심신이 미약했다’
그간 과로자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주변화되고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자살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논리(“사망사고와
15) 임상혁, “과로사방지법 초청 강연회 토론문”,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 강연회」, 2015,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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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를 연관 지을 근거는 없다”)와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논리(“자살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 “원래 심신이 미약했다”)가 난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논리는 과로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사측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논리다. 이렇게 과로로 인한 자살을 개인적인 사유로
설명하는 논리들은 과로의 구조적 위험을 탈정치화한다. 특히 망인의 과거 치료력이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상당 경우가 개인 취약성으로 해석되어 버린다.
과로와 자살 간의 연관고리를 밝히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사실 연관고리를 추적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과로사를 사례로 그 어려움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업무 중에 발
생한 뇌심혈관질환을 대부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던 이전과 달리,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에는 업무 중 발병했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개정 이후 연관성을 둘러싼 각
축이 치열했는데, 회사는 “(출퇴근 일지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외부인은 들어 올 수 없다”며 정보 접근
을 차단한다. 정보의 불평등한 조건은 과로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하려는 자본의 입장만을 강화한다.
영업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출퇴근 기록에) 접근하기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우리
자식․남편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는 유가족의 원통함이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② 연
관고리를 밝히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 또 다른 이유는 개정 이후 연관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지워졌다는 점이다. 물론 산재 신청을 유가족 당사자가 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아니나 유가족만
입증 책임의 주체로 하는 것은 정보의 불평등한 조건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살인적인 과로로 발생한 죽음은 ‘이유도 알 수 없는런’ 죽음으로 방치되고 만다. 관
련 조치로 망자와 관련한 출퇴근 일지 등 과로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보를 유가족 요청시 공개할 것,
입증책임을 유가족‧사측‧노측‧공단이 공동으로 질 것 등이 최소한으로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로로 인
한 죽음은 언제나 개인 탓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과로자살의 정치화
마지막으로 과로자살에 대한 통념 몇 가지를 반박할 필요가 있다. ① 하나의 통념은 과로자살을 특정
직업이나 특정 지위, 특정 연령이나 특정 계층 등 특정한 집단만의 비극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노동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통념으로 자본이 읊어온 개인환원론, 탈정치화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로자살
은 직업, 지위,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발생할 정도로 예외가 없다. 물론 과로자살의 위험은 하층에 더욱
직접적으로 관통할 것이다. 그렇지만 과로자살은 과로사회+자살사회에 잠재한 일반적인 위험이다. 그 위
험은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현재의 맥락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② 또 하나의 통념은 과로자살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로자살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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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 위험이다. 예외적인 경우라는 통념 또한 자본이 읊어온 예외주의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로
자살의 발생 빈도를 보면, 결코 적지 않다. 과로자살은 야특이 일상인 우리네 삶의 일상화된 위험이다.
③ 한편, 과로자살에 대한 해석이 ‘자기 관리’ 담론의 언저리를 멤돌고 있다. 사회적 인식의 부재다. 심
신이 ‘나약한·허약한’ 사람의 문제로 보거나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어”, “원래 우울증이 있었어”라거나 ,,,
과로의 문제를 개인이 감내해야할 몫, 나약한 사람이 버텨내지 못한 결과로만 여긴다. 진단이나 대안이
‘감내’ 프레임이나 ‘자기관리’ 담론을 멤돌고 있다. 과로자살을 개인의 특수한 문제로 타자화하는 화법들이
다. 과로자살을 특정 집단만의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예외주의적 시선야말로 과로자살이 착취적 생
산관계에 따른 산물임을 은폐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언어가 어느 정도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말
해주는 증거일 것이다.
④ 특히 과로자살을 학습성 무력감의 상태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는 해석이 난무한다. 심리학 또는 정신
병리학적 접근은 많은 경우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둘 판단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고
통에 눌려 그만둔다는 옵션조차 선택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놓였기에 자살에 다다른다고 본다.
자본은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해 왔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노동자 ‘자살’사
건에서 사측이 보이는 공통적인 첫 번째 반응이자 의외로 강력한 프레임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화법도
자본의 프레임과 매우 닮아있다. ‘나약해서’, ‘무책임해서’, ‘그냥 그만 두면 될 것을’, ‘정신 상태가 글러 먹
어서’ 등이 그렇다. ... 아래는 영화 <잠깜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의 한 대목이다.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글러 먹었단 말야! 근성이라곤 없지! 이 정도도 못 버티는 놈은 어딜 가서 뭘
하든 사람 구실을 못해! 평생 실패만 하다 패배자로 인생 종치겠지! 너 같은 놈이 다음 직장을 그리
쉽게 찾을 것 같아? 적응하기나 할 것 같아?

<그림 1-1>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의 한 장면

출처: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과로자살은 주변적이거나 예외적인 비극도 아니며 무력감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빚어진 정신이
상상태의 결과만도 아니다. 과로자살은 과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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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위험들로 우리네 과로+경쟁 사회의 현재를 조망하는 핵심 증거다.16) 과로자살이
개인적인 죽음으로 또는 예외적인 것으로 유통·소비되는 사회적 담론을 역전시키는 상징 투쟁, 다시 말해
사회구조적 위험의 산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하는 담론들에 대항하는 언어를 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6) 프랑코 베라르디,

『죽음의 스펙터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범죄, 자살, 광기』, 송섬별 역, 반비, 2016,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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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과로자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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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런치 모드에 압살당하는 게임노동자17)

(1) 연이은 사망사고의 연관고리
(2) ‘더욱 잦아진’ 크런치 모드
(3) 여전한 중앙 통제식 관리
(4) 부품화의 심화
(5) 개발사의 유사-하청화 또는 소작농화
(6) 우연․예외가 아니라 필연적인 비극

(1) 연이은 사망사고의 연관고리
2016년 11월 25일, 게임개발자(28세, 엔씨소프트)가 사옥에서 투신 자살했다. 전달 21일에도 게임노동자
(36세, 넷마블게임즈)가 사옥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게임노동자의 돌연사가 7
월(37세, 마이어스), 11월(28세, 넷마블 네오)에 잇달았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사망사고와 업무(과로)를 연관
지을 근거가 없다고 하고 개인 사유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18)

<그림 3-1> 넷마블 노동자의 투신 전 동료에게 남긴 메세지

출처: 인사이트, “투신 자살한 넷마블 직원이 죽기 전 남긴 카톡 메시지”, 2016.10.21.

「

」

17) 본 장은 김영선, “면접조사: 크런치 모드에 압살당하다”, 게임산업 노동자 노동환경과 건강 연구보고서 (2017)를
수정 편집한 것이다.
18) 국제신문, “게임업체 직원 잇단 돌연사 자살
격무로 스트레스 추정”, 2016.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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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건은 예외적인 것인가? 또는 우연적으로 겹친 일인가? 과연 업무와 연관지을 근거는 없는가? 그저
개인 사유에 의한 사망인가? 왜 갑자기 돌연사와 자살가 반복된 것인가? 사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규
명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잇단 사망사고를 예외들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살과 돌연사는 별개의 것
이라고! 그렇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연적인 예외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죽음
자체가 그 조직․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징표임을 고려해 볼 때, 또한 망자의 연령대가
20~30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사망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공통의 구조적인 문제
들이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통했음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우연(contingency)은 인과론적 메커니즘을 찾지 못하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한다. 그렇지
만 사건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해서 ‘무원인’인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사망률에 비추어 보아도 ‘우연’이라
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19)
과로사․과로자살 추정이 유별날 게 없을 정도로 게임업계의 과로 문제는 새로운 것도 아니다. 장시간 노
동이 업계에서 새로운 게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개발자들이 쓰러진 이유는 뭘까? 본 장은 반복된 사망사
건을 일종의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 가정하고 업계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래된 관행과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사건이었음을 추적해 나간다. 특히, 개발 환경의 최근
구조적 변화들이 과로죽음의 문제로 외화될 수밖에 없었던 지점들을 짚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크런치 모드’라는 말이 있다. 크런치는 땅콩·아몬드를 으깨 넣은 과자류나 신체 특정 부위의 지방을 집
중적으로 태우는 운동법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크런치 모드는 출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길게는 수개월
동안 야근+밤샘을 반복하는 업무 관행을 일컫는 업계 은어다. 업체들이 오해 또는 오명이라고 말하는 ‘판
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 ‘오징어 잡이 배’라는 표현은 크런치 모드가 무한 루프처럼 반복되는 게임업계
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어일 것이다. 발암물질처럼 암을 유발하는 시간, ‘발암시간’이 있다면 한두
달씩 야근+밤샘을 반복하는 크런치 모드 관행일 것이다. 인터뷰에서 “우리‘도’ 등대”라는 구술은 게임업계
의 야근+밤샘 노동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말해준다.
19) 돌연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20~30대의 사망률이 십만 명 당 10명 미만인데 반해, 위 사망사
건의 사망률은 십만 명 당 66.7명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직원 3,000명을 10만 명으로 가정하고 사망률 추정).
<표 2-1> 질환에 의한 사망률 (단위: 명, 2015년 기준)

연령대(세)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순환계통질환(I00~I99)

1.8

2.9

4.9

9.6

17.1

29.7

43.3

61.8

102.5

고의적자해(자살)(X60~X84)

13.2

19.9

24.7

25.5

28.5

31.2

33.7

35.0

36.7

·

출처: 정최경희, “일개 게임기업체의 연속된 사망사건”, 이정미 의원실 노동자의 미래,

」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7, 92~93쪽.

인가 필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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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

그렇지만 게임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은 ‘당연한 것’ 또는 일종의 ‘감내 과정’으로 여겨지곤 했다. 개발자
들은 ‘예전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예술혼’, ‘헝그리 정신’을 불태웠다고 구
술한다(구술자 ㅇㄱㅊ).20) 일종의 장인 노동 같은 ‘인고의 과정’처럼 인식한다. 2~3일 밤샘을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 될려면 멀었다”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긴 시간 노동은 억압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개발 프로세스상의 자율성이 높았으며 근저에는
성공신화가 넓게 깔려 있었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는 문제화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개발 환경이 급변했다.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개발 기간도 달라지고 개발자의 태도나
상태도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가혹함’은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게임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감내의 한계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
래됐다. 다시 말해, 오랜 관행에 ‘새로운 위험들’이 덧대지면서 죽음의 위험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서는 반복된 죽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개발 환경의 변화,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개발 문화의 변화, 기업 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유형화한다.

(2) ‘더욱 잦아진’ 크런치 모드
첫째, 주력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했다. 해외 유수의 개발사들도 스마트 기기 관련 게임
개발에 관여하고 주력 플랫폼을 모바일로 전환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모바일 게임의 론칭
창구 또한 늘어났다.21)
국내 모바일화의 속도도 맞아떨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최고라 자칭할 만큼 초고속 인터
넷 환경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구축됐다.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날로 업그레이드됐고 기기의 보급률도
매해 두세배 증가했다. 2009년 2퍼센트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급률이 84.1퍼센트(2014년 기준)까지 치고
올라갔다. 보급률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의 스마트화’(혹은 인터스트리 4.0 혹은 4차 산업혁명)라고 이름
을 걸 정도로 기술 효과의 파급력은 상당했고 ‘기술 진보’를 앞세운 화려한 언어와 숫자들이 넘쳐흘렀다.
모바일로의 전환은 국내 게임 시장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혹자는 당시 온라인 시장이 초토화됐다고
할 정도로 온라인 게임이 위축됐다고 말한다. 위기의 지표를 보면, 온라인 게임의 배급루트가 점차 축소됐
다. 특히, 셧다운제 시행(2011년 11월)으로 온라인 게임의 위기는 가속화됐다. 온라인 게임은 2013년 들어서
면서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19.6% 감소했다. 시장 내 비중도 70%(2012년) 수준에서 56.1%로 떨어졌다. 게

ㅇㄱㅊ

20) 구술자
은 게임개발자로 35세 남성(미혼, 정규직, 7년차, 4천만원대 후반)이다. 인터뷰는 2017년 1월 3일 화요
일에 1시간 반 가량 진행했다.
21) 브릿지경제, “게임업체 모바일 플랫폼 성장 타고 해외로 접속중”, 2014.12.17.; 데일리게임, “카카오톡, 모바일게임 플
랫폼 시대 열다”,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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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업 전체 노동자 수도 연속 감소세다. 노동자 수는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2012년 48,585명, 2011년
51,839명, 2012년 52,466명)하다 2013년 40,541명으로 떨어졌다. 업체 수도 크게 줄었다(2009년 30,535개, 2010
년 20,658개, 2011년 17,344개, 2012년 16,189개, 2013년 15,078개).22)
온라인의 위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형 게임사의 시장 독점화(넥슨의 경우, 지주회사인 NXC 아
래 40여개 계열사, 공격적 인수 합병, 지적 재산권 대거 확보)로부터 비롯한 대작 게임 서비스 중심의 구
조조정, 특정 인기 게임에의 쏠림, 게임의 다양성 약화, 대형 게임의 흥행 실패, 중소형 개발사에 대한 실
력 행사(인기 있는 개발사의 자사 편입, 그렇지 못한 개발사 내치기) 등의 제문제가 위기로 외화됐다는 해
석은 새겨볼 만한 대목이다.23)
한편으론 애니팡, 캔디팡, 드래곤플라이트가 연이어 ‘국민 게임’의 반열에 오르면서 모바일로의 유인 효
과가 커졌다. 다시 말해, 게임 업체들은 셧다운제를 기점으로 온라인을 접기 시작했고 ‘대박’ 게임을 쫓아
모바일로 뛰어들었다. 모바일 게임으로의 이동은 자본의 위기에 대한 타개책(니치 마켓의 발견)이기도 했
다.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모바일 게임 규모는 200% 가량 증가했다.
모바일 주력 플랫폼이 급변하면서 게임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또한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개발 기간이 이전 보다 짧아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시절에는 개발 기간이 3~5년 정도였던 것에 비해 모바
일로 들어서면서 1년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임을 몇 개월 만에 ‘찍어내기도’ 한다. 유행 주기나
라이브 단계도 훨씬 짧아졌다. 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것이다. 대형 게임 업체들은 유행을 선도,
시장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선제적으로’, ‘대량으로’ 게임을 출시한다. ‘공격적으로 찍어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24) 제2의 ‘아타리 쇼크’가 우려될 정도로 ‘대량으로 찍어나오는’ 형국이라고 한다.25)
게임 엔진 기술의 변화도 개발의 가속화에 한 몫 한다. 게임 엔진을 직접 짜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기
성품처럼 나온 게임 엔진(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주로 사용한다. 메인 엔진에 모듈(모듈1+모듈2+모듈3+…모
듈n)을 올리는 방식이다. 대형업체들은 기성품 형태의 게임 엔진에 필요한 모듈을 엊는 방식으로 대형업
체들은 게임을 더욱 빨리 찍어내고 성패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 게임 엔진+모듈 방식을 선호한다. 개발

·

『

』

22) 전훈 이학연,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 생태계 분석: 개발사-퍼블리셔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회지 42(2),
2016, 138쪽;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게임산업백서 , 2015.
23) 강신규, “한국 게임산업의 재편”,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 문화과학사, 2015, 263~274쪽.
24) INVEN, "넷마블 방준혁 의장 "잃어버린 스피드 경쟁력, 사업 영역 확대로 극복할 것"", 2018.2.6. 최근 넷마블은 중국의 생산 속

「
『

」

』

도가 세계 최고로 부상했다고 진단하고 잃어버린 스피드 경쟁력에 대한 대안으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5) 아타리는 당시 게임시장의 70% 가량을 독점하다시피한 게임회사로 1982년 여름 폭발적인 흥행을 거둔 영화 <E.T.>의 판권을 사
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5주 만에 VCS용 게임을 찍어냈다. VCS(Video Computer System)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로 미국에
서만 2,600만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100만장 이상 불티나게 팔리는 게임 소프트도 많았다. 아타리는 영화 흥행에 편승해
과열된 투자에 무리한 일정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물량을 과도하게 쏟아냈다. 그런데 조악한 그래픽과 수많은 오류로 환불 소동이
빚어지는 등 게임은 소비자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콘솔 시장 규모가 39억 달러에서
2년 만에 1억 달러로 폭락했다. 이를 아타리 쇼크(Atari Shock)라고 일컫는다.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게임들의 유사 정도가 높
아지고 게임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위기감이 제2의 아타리 쇼크로 빗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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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게임 개발을 제한하기도 한다. 물론 중소개
발사들도 자사의 게임을 론칭해 목 좋은 자리에 놓으려면 대형퍼블리셔의 프로세스 속도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대형업체의 ‘돈 되는’ 게임을 찍어내는 식의 속도전으로 개발자의 세계관이나 게임성은 사
업부의 ‘돈 되는’ 방향성에 밀리곤 한다. 개발자로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이다.

PC개발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더 개발쪽으로 기획쪽으로 다양한 걸 시도해볼 수
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모바일때보다 사실 일정이 더 길거든요. 애초에 투자를 받을 때나 시작을
할 때도 개발을 한 2-3년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그것도 순수한 개발 기간만 2-3년이고 후에 테스트나
이런 것도 하면은 대부분 PC게임이 나오는데 4-5년 정도 걸리죠. ... 사실 원래대로 프로세스라면 자기
의사도 반영하고 원활하게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개발기간이 짧다보니까 논의할 시간이 없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시키는대로만 하고 시키는대로만 하는 게 사실 일정이 줄어들면 그렇게 되죠. 의논할
시간도 없고 좀 더 여유롭게 할 시간도 없고 만들 것만 만들고 왜냐면은 그것 만드는 것만도 벅차니까
(구술자 ㅂㅅㅎ)
너네 없어도 다른 사람 데려와서 개발할 수 있다 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는거구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게임업계가 PC 온라인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진거죠. 왜냐면은 모바일은 금방 만들고 금방 출시해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보니까 적은 인건비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심해진거죠. 옛날 PC 온라인 시대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구술자
ㄱㅅㅁ)
그니까 목표나 목적 자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사람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 이 게임을
어떻게 마케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매출을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게임성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매출 높이면은 목표를 달성한 거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되잖아요 (구술자 ㄱㅅㅎ)

개발 프로세스가 달라진(빨라진) 만큼 노동과정상의 흐름 또한 그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 런칭할 때나
업데이트 또는 이벤트 때마다 야근+밤샘이 반복되는 크런치 모드의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 꼴이라고 하는데, 새해, 설날, 벚꽃 필 때, 어린이날, 월말, 월초,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학 전
후, 휴가시즌 등 사실상 ‘언제나’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빈번해졌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첫 번째 요
소다. 물론, 크런치 모드가 업계의 새로운 풍경은 아니다. 그렇지만 크런치 모드가 필요할 때면 최소한의
‘설득과정’을 거쳤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개발 기간과 업데이트 주기의 단
축으로 인한 크런치 모드의 ‘더욱 잦음’은 개발자 신체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된 초장시간 연속 노동을 월단위·주단위로 규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다.

아니 근데 조금 더 심해졌던 거 같아요. ... PC때는 업데이트 주기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고, PC때는
쉬는 날에는 쉬고 어쨌든 24시간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 업데이트를 PC때보다 몇 배 이상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야되고 또 24시간 이슈가 발생한 거에 대해 빨리빨리 대응해야되고 그니까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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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거죠. 그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 그니까 쉬는 날에도 못 쉬는 거에요.
사실상 쉬는 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대기중인거에요. 메신저를 계속 봐요 계속 쉬는 날에도.
그러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회사로 뛰어오는거고 아니면 집으로라도 원격으로라도 일을 해야 되고
(구술자 ㄱㅎㅈ)
엄청 빠르죠.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PC는 1년에 뭐 2번? 거의 뭐 1학기
2학기 대부분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으로 나누죠. 근데 모바일 게임은 거의 달에 이벤트 업데이트 이게
달마다 있죠 (구술자 ㅂㅅㅎ)
모바일 오면서 많이 힘들어졌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바일 게임
자체가 트랜드가 빨리빨리 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버그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구술자 ㅈㅎㅈ)

또 하나의 변화는 서버 기술이 버전업될 때나 엔진(개발툴)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들을 학
습해야 하는 개발자의 몫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온라인일 때의 엔진(언리얼)에서 모바일일 때의
엔진(유니티)로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언리얼 버전업’으로 변화할 때마다 개발
자들은 “이곳저곳 뒤져가며” 알아서 그 내용들을 팔로우업 해야 한다.26) 컨퍼런스에 주기적으로 참여해
신기술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 자기계발 또한 개발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업무’다(구술자
ㅇㄱㅊ). 그 만큼 개발 주기나 기술의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 따라 개발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담이 상당해
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이용 가능성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혹자의 말처
럼, 재교육 비용까지 노동자 각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기계발의 이름으로’
또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3) 여전한 중앙 통제식 관리
둘째,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위험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개발 과정은 폭포수 프로
세스에 따라 진행된다. 폭포수 프로세스(waterfall process)는 분석 → 설계 → 개발 → 구현 → (알파 → 클
로즈 베타 → 오픈 베타) 테스트 →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전체 계획 하에 중앙에서 관리․통제하는 방식
이다. 그런데 폭포수 프로세스는 시장․유행․기술의 빠른 변화를 담아내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빠른 흐름에 부합하는 방법론으로 혁신 프로세스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애자일 프로세스
(agile process)다. 애자일 프로세스는 중앙 통제식 관리보다는 시장 흐름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
는 개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된다.
그렇지만 혁신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스가 언급은 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프로세스 혁신

26) 디지털데일리, “대형 게임제작, ‘언리얼’ 강세 속 ‘유니티’ 시장진입”, 2017.1.6.; 한경닷컴, “리니지’ 열풍에 유니티 vs
언리얼 ‘엔진 경쟁도 후끈’”,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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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시장 변화, 유행 변화, 기술 변화를 담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중앙 통제식으로 관리하는 형
국이다. ‘사업부’ 주도로 개발 일정을 ‘무리하게’ 짜거나 갑자기 일정을 줄이거나 계획서 상에 없던 요구를
‘들이 밀거나’ 아예 개발 프로젝트를 엎는(드롭하는) 경우도 있어 개발자의 부담과 불안정성은 이전보다
더해졌다.

일정을 3분의 1로 후려친다. … 일정 반토막 좀 내지 마세요.27)
갑자기 말도 안되는 일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야근을 안 합니까?28)
개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급이 다르다. 새로운 게임 런칭이나 이벤트 타임 전에 쪼아대는 상사와
빡빡한 일정에 밤샘 작업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벤트 당일에 버그나 오류 터지면 새벽 3시 4시에도
자다가도 택시타고 회사 달려가서 서버 점검하고 새벽 4시에 개발자 집합해서 버그 찾겠다고 눈에
불켜고 며칠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항상 문제가 터지면 개발자 책임이고 pm이나 상사들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기획자들은 “이거 하나 못 바꿔줘?” 니들 입장에선 이거 하나지만 개발자한탠
미치는 작업이다.29)
유행에 따라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며 없던 요구들이 훅 들어온다. (구술자 ㅇㄱㅊ)
저희 직원끼리 얘기하는데 사업부가 넷마블에서 힘이 되게 세요. 입김이 강해요. 왜냐면은 방의장이 거의
데리고 다니는 사업부거든요. 사업부를 통해서 지시를 많이 하세요. 그 사업부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입김도 세고. 거의 저희끼리 안에서는 거의 깡패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업부가 끼면은 회의 시간이
길어져요 싸우다가~. 말도 안되는걸 요구하고 그거는 게임이 컨셉과 맞지 않는다 사업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업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적이 없는데, 그런데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걔네들 합법적으로 쪼거든요. 뭐 그렇다고 (구술자 ㅂㅅㅎ)
지금 그런 개발사 퍼블리셔 구조에서는 어쩔 수없이 벌어지는 일이기는 해요. 비단 넷마블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발사가 퍼블리셔와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그 퍼블리셔에서 그런 요구하는 것들을
개발사가 맞춰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게임업계는. 그런 것들을 안해주면은 보통은 퍼블리셔가 거대
자본을 들고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퍼블리셔 입김이나 영향력들이
상당히 크죠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구술자 ㄱㅅㅎ)

개발 과정상의 공정 마감을 허들이라고 하는데, 계획에 없던 허들이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
우는 사업부가 ‘돈 될만한’ 아이템을 끼워 넣으라는 요구들이 대부분이다. 출시한 게임의 매출이 떨어지기
라도 하면 게임 흐름과 관련 없는 (게임성을 저해하는) 콘텐츠(확률형 아이템)를 ‘이곳저곳에’ 끼워 넣으라
는 주문이 들어온다고 한다. 개발자들은 “허들 넘기 위해 개발”하는 꼴이라고 자괴한다. “새로운 프로세스
들여와도 똑같다”, “너무 훅 훅 들어온다”, “(단계별) 개입만 잦아졌다”고 푸념한다(구술자 ㅇㄱㅊ, ㅂㅅㄱ,

「

」

27) 상기 구술은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넷마블 전현직 개임개발자 대상 노동조건 설문조사 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다.
28) 기사 “게임업계 야근과 철야, 모바일 중심의 시장 재편이 야기”(게임메카, 2017.2.9.)에 대한 댓글 참조
(2017.2.10.11:27).
29) 기사 “우리네 청춘 저물고 저물도록, 게임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경향신문, 2017.2.6.)에 대한 댓글 참조
(2017.2.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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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ㅎ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프로세스 혁신은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 아래 잦
은 개입의 형태를 띤다. ‘더욱 잦아진’ 크런치 모드의 성격이 이전과 달라진 지점이다. 개발 과정상의 책임
과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해외 스튜디오에 비해 개발 과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되는 이유다. “크런치 모드는 필요악인가”라는 질문에 “일정만 잘 짜도 크런치 모드는 없앨 수 있다”는 어
느 개발자(구술자 ㄱㅅㅁ )의 말처럼, 운영방식에 따라 크런치 모드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4) 부품화의 심화
셋째, 노동자의 상태 차원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위험도 주목할 지점이다. 개발 과정의 모듈화로 개발의
물량이나 속도가 이전 보다 몇 배나 ‘많아지고 빨라진’ 동시에 단순 반복 작업을 해야하는 부품화 경향은
더해졌다. 이전 시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작품’에 ‘예술 혼’을 불태웠던 (물론 이 또한 미디어화
된 판타지일 수 있지만) 개발자들은 개발 규모가 커지고 개발 속도가 빨라진 요즘에는 단순기능공처럼
‘부품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구술자 ㅇㄱㅊ).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게임성․세계관을 개발 과
정에 녹여낼 시간과 여지는 사라지고 ‘사업부’에서 제시한 방향성에 맞춰 게임을 내놓는데 만도 정신없다
는 것이다. 한편, “직원 … 톱니바퀴”, “사람 … 소모품”, “구성원 … 기계부품”이란 표현을 아예 대놓고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개발 속도가 유발하는 부품화와 동시에 일상의 언어 폭력이 중첩되면서 소외가 더
심해졌다. 괄호 처진 위험의 세 번째 요소다.

착취하기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 일단은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게임 쪽이 예전에는 장인같은 느낌! 아주 유명한 개별자들은 뭐 송재경 김태곤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어떤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되었다면 지금은 어떤
산업화, 그니까 어떤 부속화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딱 그걸 그려보면 그게 딱
나오는거죠. 몇 명 투입 뭐 어떻게 해서 몇 장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만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거죠. ... 일단은 부속품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해야된다는거니까. 그런 뭐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단조로와지고, 업무 자체도 창의력인 것보다는 뭐 그런
데 많이 좌우되죠 (구술자 ㅈㅎㅈ)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그냥 뭐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고는 싶은데 별다른 기술은 없고 여기저기
떠돌다온 애들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냥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별로
미래가 없구나 생각을 ... 거의 하청업체 수준이에요 (구술자 ㄱㅎㅈ)
그렇게 몇 달만 일해 봐 … 마인드가 개발자에서 공장기계로 변하니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지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는지가 헷갈려30)

30) 기사 “게임 개발자, 월 30시간 더 일한다 게임산업 노동환경 토론회”(인벤, 2017.2.9.)에 대한 댓글 참조
(201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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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발 과정의 모듈화에 따라 진입 장벽 또한 낮아졌는데, 이에 따른 청년 개발노동자들의 시장 유
입은 부품화를 가중시킨다. 이는 다수 개발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조건을 확대재생산하고 고용의 불
안정성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실정이다. 핵심 개발자의 작업 또한 개발보다는 ‘관리’에 그
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구술자 ㄱㅎㅁ).
회사 분위기도 ‘자유롭고’ ‘가족적’이었던 것에 비해 속도와 물량을 맞추느라 ‘기계적인’ 분위기로 눈에
띠게 바뀌었다.31) 물론 개발 방식의 변화로 관계 양상이 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차림새나 호칭
등 개발 문화의 자유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게임 엔진을 ‘처음부터 직접 짜던’ 때에 비하
면 자유로운 관계나 의사소통에 기초한 개발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의 성공 신화에 대
한 꿈의 크기도 이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1~2세대와도 비교해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벤
처정신 운운하던 시절’에도 못 미친다.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기술 변화 ~ 개발 과정의 변화 ~ 개발 문화의 변화 ~ 노동자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임 트렌드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게임을 빨리 빨리 출시하게 되고 ... 예전보다 어떤 이렇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짧죠. 그래서 내가 빨리 개발을 해서 하고 내가 딴데 간다든지 아니면 다음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던지 기존의 동료와의 유대감 같은 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구술자 ㅈㅎㅈ)

물론 개발자들이 부품화되었다고 해서 성공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1~2세대와 비교해 성공
사례가 줄었을지는 몰라도, ‘터진’ 게임에 따른 인센티브의 낙수 효과가 변변치는 않더라도, “성공만 하면
내 인생 핀다”, “이 붐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얼른 대박 하나 터트려야죠”라는 대박 신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깔려있다. 그렇지만 대박 신화는 ‘이 모양의 헬조선’에서 ‘타이틀’,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으로 변형된 형태를 띄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점은 부품화 경향이 날로 높아짐에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조 형태의 교섭 창구를 만든다
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업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집단적인 발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노동
자성이 미약하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노동자냐”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하는 일”이란 구술도 눈에 띈다.
현실은 ‘3D노가다’라고 말해도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구술자 ㅂㅅㄱ). 부품화
라는 소외 상태와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문제적 현실을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ㆍ

31) 더게임스, “권위 헝그리정신은 이제 그만”,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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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진’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은 (‘푸념’이나 ‘하소연’ 수준으로만 표출될 뿐!) 확대재생
산되고 있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또 다른 요소다.

(5) 개발사의 유사-하청화 또는 소작농화
마지막으로, 기업 관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위험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게임업계는 B2C였고
갑이 없는 형태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위계가 생겨났다. 그 관계가 더욱 위계화
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소 개발사들은 마케팅․홍보를 하려면 또는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려면 혹은
인기 순위 노출 같이 일단 눈에 띄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야 했다. 물론 중소 개발사의 입장에서 많은
유저를 이미 회원으로 보유한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구상과 실행의 기업
별 분리를 더욱 구조화했다. 이를테면, 기획은 대형 퍼블리셔가 주도하고 중소 개발사는 지시·명령을 수행
하는 형태의 기업 관계다. 개발사는 점차 하청업체와 유사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중소 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위계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유통 파워가 더욱 부각되면서 중소 개발
사들은 대형 퍼블리셔 ‘사업부’의 실력 행사(일정 단축, 단가 낮추기, 계획에 없던 요구 등)에 맥 못 추는
게 다반사다. 개발사들은 론칭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구술한다.
대형 퍼블리셔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앞세워 게임의 홍보․마케팅, 유통․서비스, 런칭 순서나 시기를 주도
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의 매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형 퍼블리셔는 자회사 형태의 여러
개발사과 관계사를 ‘거느리면서’ 개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물을 수시로 평가해 그 가운데 상품 하나
를 선택해 런칭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상품의 휘발성이 높고 유저·고객·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 목록화(repertoire) 전략이다.32)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
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
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
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
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32) 신병현, “애니메이션 산업의 노동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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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 8권 2호, 2002, 111~139쪽.

모바일게임은 약간 좀 뭐랄까 개발기간이 다 짧다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개 프로세스를 발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C온라인 게임 하나 만들 걸 이 투자 금액이면 모바일게임 한 열 다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은 이거는 안될 것
같아, 잘라! 이 게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 하나만 밀고 나머지 다 잘라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얘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엎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구술자
ㄱㅅㅁ)

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게임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
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구술자 ㅇㄱㅊ, ㄱㅎㅁ).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33) 재밌는 점은 이
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
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전배 받아서 온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게임이 안되어서 그냥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니까 왕따시키거나 문제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구술자 ㅈㅎㅈ)
드랍시켜서 그 인원들을 다른 데로 전배를 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전배시키면 다 나가고 그러잖아요.
... 근데 그런 건 없고요. 거기에 잘 녹아들고요 (구술자 ㅂㅅㅎ)
정직원으로 들어가기는 한데 느낌은 약간 프리랜서 느낌이라 ... 워낙에 이직율도 높기도 하고 ...
그래서 뭐 프로젝트가 망하거나 접히거나 그러면 퇴사사유가 된다 이런 내용이 뭐 다 기입되어
있으니까 ... 망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프로젝트가 접히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다 이직을 해버려요.
이직을 하거나 다 정리해고가 되버려요. 그게 관례이기도 관례이고 그게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는
것도 있고 ... 라이브 서비스하다가 매출이 안 나와서 접히는 경우도 있구요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하다가 접히는 경우도 있구요. 뭐 여러 가지 (구술자 ㄱㅅㅁ)

<표 3-2> 넷마블의 입·퇴사율

본사

자회사

회사명

인원(명)

입사율(%)

퇴사율(%)

넷마블게임즈

675

16.7

13.8

넷마블네오

361

56.5

19.4

넷마블넥서스

330

38.5

27.6

넷마블몬스터

444

27.9

18.9

넷마블블루

76

39.5

168.4

넷마블앤파크

115

66.1

108.7

33) 게임메카, “국내 게임사 연봉은 4100만원, 근속연수 3년”, 2013.4.8.; 한지원, “게임산업,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 신종
사채시장인가?”, 노동자운동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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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엔투

343

27.1

10.2

아이지에스

300

40.0

22.0

이츠게임즈

91

23.1

11.0

천백십일

54

27.8

20.4

체리벅스

79

41.8

7.6

크레노바

27

3.7

25.9

이데아게임즈

84

119.0

14.3

출처: 박준도, “21세기 신흥부자 명예, 이런 곳에 줄 순 없다”, 오마이뉴스, 2017.10.17.

수직적인 위계 구조 아래에서 개발 과정상의 위험들을 중소 개발사 및 개발자가 떠안게 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위험이 하층에 더욱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외형에는 기업 간 위
계상의 불평등이 가로지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동시에 문제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뒤따르지 않는다면, 직장 민주주의의 가능
성은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 간 거래 관행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한편, 개발사의 ‘소작농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자본은 생산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도 배타적 통제, 유통 또는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지대를 수취하고 있
다.34) 구술자들은 게임의 전체 이익 가운데 30% 정도가 (초국적) 자본의 지대수익으로 빠져나간다고 토로
한다.
앱마켓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퍼블리싱 수수료를 개발사가 이중·삼중으로 중복 부담하는 구조는 수익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통 파워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소위 성공 요소에 콘텐
츠 자체 보다는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금력이 더 중요해진다. 유통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 개발
사가 콘텐츠만으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성공한 게임의 수익은 유통 파
워로 대거 흡수되는 반면, 실패의 위험은 중소형 개발사에 전가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하고 매출 총액이 10조원까지 치고 올라감에도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
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익 분배 구조에 기인할 것이다.35)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재생산이 불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국내외 자본의 막대한 지대수익을 사회적으로 환원·
제한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

『
』

』

34) 이항우, “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 한국사회학 50집 1호, 2016, 192~195쪽; 백욱인, “서비스 플랫폼의
전유 방식 분석에 관한 시론”, 경제와 사회 104호, 2014, 174쪽.
35) 장서희, “콘텐츠 유통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문제에 관한 고찰”,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 2015, 39~42쪽; 한
지원, “넷마블을 통해 본 게임산업 문제점”, 이정미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무료노동신고센터, 넷마블, 불공정 갑질열정 페이가 무너뜨린 청년의 삶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7, 4~7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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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내에서 통용되는 룰은 7대 3 법칙이다. 어떤 게임으로 100만원의 이익이 났을 때 30만원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올레게임 등이 가져간다. 남은 70만원 중에서도 다시 7대 3 원칙이 적용된다. ‘애니팡’ 등
카카오톡 기반 게임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 개념으로 다시 70만원 중 30%(21만원)를 가져간다.
총수익의 절반도 안 되는 49만원으로 다시 퍼블리싱 업체와 실제 개발자들이 분배한다. 개발과정에
외주나 하청 형식으로 참여한 업체들도 이 ‘49만원’ 안에서 지분을 갖는다.36)
넥슨·넷마블 등 대형 퍼블리셔(배급사)가 자본을 쥐고 개발사와 개발자들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 수직적 관계가 고착화하고 있다” (대형 게임 업체 2곳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살 등 3~4건의
사망사고는) “한국의 게임 개발 현실(게임사의 수직적 구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37)
한국 시장 자체가 거의 그런 대규모 몇 개의 게임이 독과점하는 형태다 보니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소규모 개발사들은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가난해진 상황이 온 게 아닌가 (구술자 ㄱㅅㅎ)

(6) 우연․예외가 아니라 필연적인 비극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달라진 지점들을 요약하면, 개발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
다. 유행 속도도 빨라졌다. 라이브 단계도 짧아졌다. 그 만큼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여겨지는 크런치 모드
의 빈도가 ‘잦아졌다’. 업데이트 주기도 이전보다 빨라졌다. 예전엔 이벤트가 계절마다 한 번씩이었지만,
지금은 ‘언제나’ 이벤트 기간이라고 말할 정도다. 한편, 시장 변화, 유행 변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개발 프로세스 또한 변화를 모색해야함에도 여전히 중앙 통제식 프로세스가 고수되고 있다. 프로세스 혁
신을 통해 시장·유행·기술의 변화를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중앙 통제식 관리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의 가속화로 개발자의 ‘부품화’ 경향이 높아졌다. 대박 신화도 희미해지고 있다. 더욱 잦아진 야
근+밤샘 노동에 대한 보상도 ‘포괄임금제’란 명목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고질적인 제도를 매개로 한
자본의 노골적인 저비용 전략에 게임 노동자들은 ‘무제한적으로 사용’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관계가 불공정하게 흐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출시하려면 퍼블리셔의 말을 들
을 수밖에 없다”, ‘소작농화’되었다는 표현은 게임 시장 내 개발사 및 개발노동자의 위치를 극명하게 드러
낸다.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에 ‘잦아진 크런치 모드’, ‘무리한 일정’, ‘갑작스런 요구’, ‘이벤트의 상시화’, ‘위험의
전가’, ‘부품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 ‘유사-하청화 또는 소작화’ 등 온라인에서 모바일로의
플랫폼 변화와 함께 야기된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덧대지면서 게임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스트레스
의 결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36) 주간경향, “한국 게임개발업계 ‘정글의 법칙’: ‘낡은 관행과 시작’의 실태
구조 고쳐야”, 2016.8.2.
37) 한국경제매거진, “‘레드오션’ 모바일 시대, 개발자의 눈물”,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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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대상으로 보지 말고 불합리한 이윤

<표 3-3> 게임 개발 환경과 노동의 변화
시기

~2010년대

주력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심

모바일 플랫폼 중심

개발 주기

3~5년

1~2년 또는 몇 개월

노동시간
크런치 모드

장시간-저임금
빈번
이벤트는 ‘계절마다’ 한 번씩

장시간-저임금
더욱 잦아짐
‘언제나’ 이벤트

개발 프로세스

워터폴 방식

애자일 방식 일부 시도
중앙 통제식 프로세스 여전

개발 규모·속도 및
방식

대규모화
자체 개발

가속화
모듈 중심

개발자의 태도‧상태

성공신화 잔존
‘작품’ 개발자 프라이드

성공신화 희박 - ‘타이틀’ 얻기
부품화의 심화

개발 문화

자유로운 분위기

기계적인 분위기, ‘직원’일뿐

노동자
정체성

나는 개발자다

표현은 개발자
현실은 ‘3D노가다’

론칭 및 유통 방식

B2C 또는 퍼블리셔

플랫폼사 및 퍼블리셔 중심

역사적 상황조건

2010년대~

↑
셧다운제
게임 중독 담론高
온라인 위기, 모바일 대박
초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

턱밑까지 차오른 장시간 노동의 관행에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일종의 방아쇠처럼 작용하면서 과로사의
위험성을 격발시키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형태의 과로사(발전주의적 과로사)와는 다른 ‘신자유주의적’ 과
로사라고 이름지을 수 있다. 물론 죽음을 유발하는 수많은 복잡성을 고려하면 그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장시간 노동+새로운 위험에 따른 죽음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분류해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혹자의 말대로 “제3, 제4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개발자들의 죽음은 우
연히 발생한 예외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위험들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필연적 비극으로, 개발자 모두의
현실, 업계 전체의 실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죽음이 특
정 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로에 노출된 누구에게나 관통할 수 있는 사회적 질병임을 보여주고 있
다는 점이다.

- 28 -

3. 처음 만난 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

(1) 현장실습생의 죽음들
(2) 2018년 대한민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3) 현장실습생에게 가해지는 이중의 괴롭힘
(4) 차별의 현장
(5) 현장실습 자살자들의 자기평가 과정
(6) 자살을 부르는 일터를 넘어서기

(1) 현장실습생의 죽음들
A씨는 전주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졸업을 앞둔 2017년 1월 전주의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서 현장실습을 했다. 콜센터에서도 욕받이 부서라고 불리는 해지방어부서였다. 매일 달성해야 하는 통화
숫자와 해지방어율이 정해져 있었다. 회사는 매일 아침 전체 센터의 실적을 공지하며 수시로 압박했다. 각
자의 실적은 상대평가로 성과급 결정에 반영되었다. 수습 기간에는 3등급이었지만 정식근무 이후에는 선
배 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실적은 9등급, 실적급은 4만 원에 불과했다. 해지를 방어하는 동시에 상품
판매 영업도 해야 했다. 이 역시 매일 실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었고, 실적을 못 채우면 업무종료 후 남아
서 영업 전화를 돌리거나 영업을 잘 한 사람의 콜을 듣고 공부해야 했다. 고객들에게 심한 말을 듣고 힘
들어 하는 날도 있었지만, 고객들을 응대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실적을 채우지 못해 상사로부터 받는
압박이 더 커보였다고 한다.38)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부모는 참고 다녀보라고 다독일 수밖
에 없었다. 결국 이틀 뒤, 고인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것도 학교 수업의 연장이라는 현장실습 도중 업무 실적 압박 때문에 자살하다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처음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전자과에 재학 중이던 B 씨는 2014년
충북의 한 식품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미디어에 관심있어, CJ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실습을 자원
했지만, 미디어와 관련 없는 식품 공장이었다. 식품 공장에서 현장실습이라고 내놓은 업무는 처음 해 보는
조리육 포장 일. 힘들어도 참고 일하던 중 회식 때, 나이가 많던 입사 동기에게 공개적으로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는 일이 있었다. 가해자는 폭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주말 동안 회사를
떠나 집에 있는 동안, 용기를 내 회사에 신고하고 현장실습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뒤 벌어질 상황
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나 컸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회사 기숙사에서 스
38) 강문식,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의 문제점,
회 , 2017.3.22.

」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
- 29 -

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39)
C씨는 특성화고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전공했지만,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현장실습처는
많지 않았다. 현장실습이라지만 사실상 취업으로 여겨지는 특성화고에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게 지상과제
다. 결국 학교에서는 전공과 관계없는 식당 취업을 추천했다.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
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다. 정리하다보면 퇴근시
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 보통 11시나 11시 반쯤 퇴근했다. 오픈 준비와 마감을 모두 해야 하는
‘오마벌칙’은 막내인 C씨에게만 적용됐다. 취업 직후부터 시작됐고, 전체 근무일 중 절반 정도에 해당했다.
언어폭력이나 성적 괴롭힘도 심했다. 고인은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욕먹기”
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다. 졸업 전인 2015년 11월 현장실습으로 취업해, 졸업 뒤인 2016년 4월까지 버티다
차라리 입대 해야겠다 결심했다. 직장 상사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그날, 벌칙 규정보다 한 시간 늦은 출
근이었지만, 역시 규정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했던 그는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 2018년 대한민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자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먼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라는 낯선 용어에서 출
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구분
되고, 이 중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
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40)’다.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가 졸업 이후 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자기
진로로 한다.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는 500 여 개,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하면 600여개의
학교에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이 있다. 학생 수로는 30만명 가량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다. 전체 고
등학생의 약 17%에 해당한다.41)
취지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특성화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을 마
친 후,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성적이 낮은 집단이 들어오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고공행진하는
청년 실업률과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 고조 등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일부 달라지고 있다 하더
라도, 일반고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교육수준, 직업수준,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여전히 많
은 것이 사실이다. 성적 하위집단의 학생들은 성적 상위집단 학생들에 비해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는 집

39) 스토리펀딩 ‘헤드셋 내려놓고 편히 쉬기를’, 2화 ‘자살한 현장실습생의 마지막 SNS
40) 대통령령 제2862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41) e-나라지표,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2015년 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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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란 낙인이 찍혀 있기도 하다.42) 초‧중학교 시절부터 성적 경쟁이나 부모 지원에서 패배를 맛본 특성화
고 학생들에게서 자신감 결여, 우울 및 부정적 인지, 수동성,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등으로 요약되는
학습된 무기력 성향이 많아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43)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시대에, 대학 진학 대신 취업
을 자기 진로로 삼는 특성화고에 입학했다는 것은 ‘흙수저’ 혹은 ‘루저’의 인생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하다. 지방 사립대 취업준비생들이 스펙 쌓는 과정을 ‘평생 루저로 살아갈 두려움에서 벗어
날 마지막 패자부활전의 기회44)’로 삼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고
졸 취업자’에게 맞춤하다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은 패자부활전을 치를 기회조차 얻지 못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도 30% 가량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취업자로 통계에 잡히는 비율
은 50% 정도에 불과하다.45)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무기력’을 강화하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 기반 실습 교육을 모두 일컫는 말이지만,
특성화고에서는 졸업 후 채용을 약속하는 채용연계형으로 3학년 2학기 중 아예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산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대부분이다.
말이 실습이지 사실상 특성화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실습은 취업과 같은 말이다. 실제로 학생들이나 현
장실습 시행 기업에서도 모두 ‘취업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많은 경우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 업체에 취
업한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애완동물학과를 전공한 A 씨는 콜센터에서, 미디어와 전자를 전공한 B 씨는
식품공장에서, 인터넷쇼핑몰 전공한 C 씨는 식당 조리부에서 ‘실습’을 했으니, 제대로 된 실습일 리 만무하
다. 사실 현장실습이 원래 목표했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실습
을 내보내는 교사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

현장실습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자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어야 할 텐데, 지금의 기업체가 학생들을 불러서 뭐 한 달씩,
곳에 한 달, C라는 곳에 한 달.. 뭐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과정을
취업의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왜곡된 형태로 진행 되고 있고.. 요즘 뿐 아니라 사실
사실은.. 내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전남지역 특성화고 교사)46)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 A라는 곳에 한 달, B라는
인정해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현장실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42) 김동심, 주영주.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지원, 교사지원,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및 학교만족도 차이 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20(3), 2017, 114쪽.
43) 전미애, 임세영, 특성화고 학습된 무기력 학생들의 방과후 일상 활동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7(2), 2012, 78쪽.
44) 정숙희, 지방 사립대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경험 이야기,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20(2), 2017, 184쪽.
45) 2017년 교육통계연보,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1), 2018.02.18.
46)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누구를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존재하나, 현장실습 실태조사 자료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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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은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실업계고(현 특성화･마이스터고)라고 정의하게 됐다. 이전까지 교육법에 구분이
없던 직업교육 담당 학교가 실업계고로 특정된 것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산업교육진흥법으로
규율하다보니, 실업계고의 구체적인 교과 과정이나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처음부터 직업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이나, 교과 과정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각종 실습 기자
재가 부족한 학교에서 주먹구구로 산업체에 학생들을 실습 보내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파견 현장실습의
시작이다.
파견 현장실습의 교육 측면의 규율은 지금까지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
정 편성· 운영 기준에서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47)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등교육과정의 수업을 규율하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여전히 수업의 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은 교육법 대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으로 규율된다. 그런데도 1997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전문교과 학습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특성화고의 3학년 2학기는
수업 없이 아예 조기 취업하는 형태가 가장 흔하게 변형되었다.
파견 현장실습이 늘어나면서 성폭행 피해, 사고와 질병 등 재해가 늘어났다. 2005년 현장실습 나갔던 학
생이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이후 2006년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이 나왔다. 취업
이 예정되어 있고 수업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파견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정
상화’ 방안은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2008년 규제완화 조치에 포함되어 폐기되었다. 그 당시 정부가 제시
한 특성화고의 취업률 목표는 2011년 25%, 2012년 37%, 2013년 60%였다. 정부는 취업률에 따라 학교지원
금을 달리 하고, 목표 취업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는 통폐합하겠다고 압박했다. 저임금 단순 서비스 일
자리가 증가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한국사회 노동환경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였다. 일선 학교들은 공허한 목표에 저항하는 대신,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명목상의 취
업률을 높이는 쉬운 길을 택했다.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가장 취업을 많이 한 곳이 ‘롯데리아’와
군부사관(직업 군인)일 정도였다48). 취업률 조사를 졸업한 다음인 4월에 하니,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이
졸업한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에 다니더라도 알바 다니고 4대보험 되면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현장실습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현장실습생의 자살이 눈에 띄게 된 데에는 교육도 제대로 된 취업
4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48) 이수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 침해 현황과 문제점,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2017.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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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도 아닌 취약한 현장실습생의 양산, 심화된 학교별 취업률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저임금 단순 서비스 일
자리만 늘어나고 있는데도 학교는 취업률을 유지해야 하니, 학생들은 점점 더 열악한 일자리, 전공과 무관
한 현장실습처로 떠밀리게 된다. 청소년 인구 감소로 특성화고마다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
한데, 이 때 손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취업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성화고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은 만나기만 하면 “너 취업 안 나가냐?” “너는 왜 안
나가냐?” 고 질문한다. 3학년 2학기 후반부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너는 3학년인데 1학
년이랑 섞여서 밥 먹고 싶냐?”라고 면박을 주는 선생님도 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취업이 안 되니
불안하지도 않냐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가 맞은 친구도 있었다.

(3) 현장실습생에게 가해지는 이중의 괴롭힘49)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떠밀리듯 현장실습을 나가게 된다. 이런 학생들이 만나
는 일터는 괴롭힘과 차별이 횡행하는 전장이다.
B, C 씨의 사례에서는 모두 일터 괴롭힘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일터 괴롭힘은 일터에서 누
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누군가의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뜻
한다. 일터 괴롭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일터괴롭힘의 바탕에는 권력불균형이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일
터 괴롭힘의 피해자는 지위가 낮거나, 사회적 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소수자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보
통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괴롭힘의 과정 속에서 그 열등한 지위가 더욱 공고해진다.
그런 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은 일터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다. 무엇보다 사회에 만연한 나이주
의, 청소년에 대한 무시와 차별 때문이다.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차별에 근거한 일터 괴롭힘은 현재진행형
이다. 방화문을 만드는 업체에서 일하는 한 현장실습생은 한 달 중 1주일가량 잔업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잔업을 하는지 미리 알 수가 없다. 퇴근할 즈음 갑자기 ‘오늘 야근해라’고 하면 거절하지도 못 한다. 이렇
게 갑자기 야근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젊은 애들’이다. 갑작스러운 연장 근무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이
들이 청소년이고, 어린 노동자는 어른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의 동기는, 다른 직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보완
이 필요해서 ‘보완하세요’라고 쪽지를 보냈더니 ‘보완하세요?? 너 지금 몇 살이니?’ 라는 답을 받았다. 동기
의 선배가 대신 사과했는데도,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현장실습생은 성인보다도 쉽게, 일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알려줬는데도 왜 따라 하지 못 하
냐는 압박과 폭언, 폭력의 대상이 된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세차를 맡은 현장실습생은 첫 출근 했던 날

『

』

49) 다음 장은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노동세계진입 연구 (2017)에 실린 필자의 원고 ‘일터의 사냥
감이 된 현장실습생’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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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억을 묻자 ‘욕을 많이 먹었다’고 답했다. 첫날이니까 ‘당연히 잘 못 하고’, ‘잘 못 하니까 욕먹으면서
배우는’ 날이었다고 했다.
2017년 1월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고 3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현장실습은 아
니었고,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차였다. 출근 닷새째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일하는 게 꿀잼’이라는 글을 남길 만큼 회사일을 즐거워했던 이 학생은 그러나 12월 중순을 넘
기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불합리
한 점은 본인이 입사한 K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자재관리 업무를 하는 동시에,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
무지시도 동시에 받고 일했다는 점이다. 사건 대응에 공동으로 참여한 전남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
노동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점심도 걸러가며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퇴로 없는 공간이 자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50)
A, B, C 씨의 유족 모두 ‘조금만 더 견뎌봐라, 돈 받고 일하는 데 쉬운 곳이 없다’고 격려했던 기억을
아프게 꺼내놓는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처음 ‘배우는’ 청소년은 일단 참고 견디며, 작업장의 질서에 적응
해야 한다는 통념이 최초의 임노동 현장에서 부딪친 여러 괴롭힘 상황에 저항하거나 벗어나기 어렵도록
만든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점 외에 ‘현장실습생’이라는 지위는 이들이 일터괴롭힘에 더 취약하도록 강제한다.
현장실습생 취업률을 유지하려고 하는 학교 정책은 오히려 일터괴롭힘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참으라’고 강
요하게 된다. 취업률을 유지하려는 학교는 일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 복교한 학생에
게도 벌을 주거나, ‘구박’을 하고, 이는 학생들이 상황을 감내하도록 강요한다. 특별한 벌을 주지 않아도,
사실상 3학년 2학기 학사 과정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특성화고로 복교하는 것은 ‘방치/방임’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어서 꺼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학교에서 더 이상 중개를 해 주지 않고 복교할 경우 눈치를 줘서 부당하거나 불편한 일도 감수한다든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나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견뎌야 한다는 압력을 느낀다는
호소도 있었다51). 2017년에도 한 현장실습생의 담임 교사는 SNS로 ‘회사를 그만두면 학교에 대한 배신’이
라고 문자를 보냈고, 선임과의 갈등으로 퇴사를 원하는 학생이 세 차례나 요청할 때까지 복교 요청을 묵
살했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장실습 서약서다.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에는 현장실습
서약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장실습 기간 중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 ‘소속 회사의

50) 경향신문, 시민단체들 여수산단 ‘19살 학생 자살사건’ 진상 조사 촉구, 2017.2.8.
5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누구를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존재하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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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현장실습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작용을 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각 교육청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현장실습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배상책임, 권리의 포기, 추상적인 의무이행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중단 및 폐지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52) 결과적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현장실습생을 더 일터괴롭힘에 취약하
게 만든다.

(4) 차별의 현장
현장실습으로 나간 일터에서 현장실습생을 궁지로 모는 또 하나의 구조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이다. 심
지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에서 초청한 외부 강사들이 취업과 관련한 강의를 하면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내면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보건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2017년 졸업한 한 학생
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한 분이 “업체에서 왜 고등학생을 뽑는지 아는가”라고 질문하셔서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싸니까. 그리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뽑는다”라고 말했다. 석박사라고 소개한 강사가
“무조건 상사가 시키는 일은 해와야 하고, 대졸자와 고졸자의 차별대우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하니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복지경영을 전공하고 콜센터에서 실습한 현장실습생)53)

한 현장실습생은 고졸 노동자가 자신밖에 없던 사무실에서 ‘음료수도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는’ 차별을
겪기도 했다. 차별은 음료수 돌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승진 경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성화고 우등생만 간다는,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증권회사로 정규직 취업하고 현장실습을 나
갔던 한 졸업생은, 졸업 때까지만 해도 계속 다닐 것만 같다고 생각했는데, 졸업 후 몇 달 사이에 ‘3년은
버텨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라졌다. 3년은 버텨야 ‘선취업 후진학제도’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직장 내 승진 체계에는 고졸자에 대한 차
별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고졸은 8년에 한 번 승진인데, 대졸은 4년”이라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했다. 게
다가 원래 관심이 많았던 무역관련 쪽 업무를 하려면 대졸은 물론이고 해외유학파에 고학력, 고스펙이 있
어야 한다는 얘기도 뒤늦게 듣게 됐다. 특성화고에서는 전교 1등 타이틀도 가지고, 좋은 회사 취업했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결국 ‘대학도 가고, 다른 길도 알아보며 살아야겠다’고 한다.
52)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결정문, 현장실습생 서약서 작성 등 17진정0415400.
53)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노동세계진입 연구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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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습 자살자들의 자기평가 과정
연령 및 학력, 경제적 조건에 따른 이런 차별이나 일터 괴롭힘의 피해자는. 처음에는 열등해서 괴롭힘
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괴롭힘의 과정 속에서 ‘괴롭힘을 당할만한 사람’이 되어간다. 예를 들어, 일
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일에 투입해버리면, 그 사람은 일을 못 하는 사람이 된다. 학력이나 성별 때
문에 차별 당하던 사람은 이를 비판했을 때 조직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매도되거나, 차별을 못 견
뎌 일을 그만두면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일터괴롭힘 피해자는 자신감을 잃
고 위축되며, 한 현장실습생의 증언은 이런 자신감 상실 과정을 보여준다.

혼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약간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아직, 다른 분들은 생산하는 속도가
빠르셔요. 저는 아직은 조금 그게 더디잖아요. 대리님이 ‘아직도 그렇게 느리냐?’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주는데도 이월작업이 이렇게 많아지면 월말 평가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그래서 그게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했던 것 보다 정말 그게
성과가 안 나오면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복지경영을 전공하고 산업용 컴퓨터 조립 회사에서 실습한
현장실습생)54)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실패자로 평가하고, 자신이 쓸모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과정은
자살자가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인식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자기 인식 과정과도 유사하다. 그리고
이런 자기 평가 과정은 일터 괴롭힘에 시달리던 B, C 씨 사례 뿐 아니라 과도한 실적 압박에 무방비로 노
출됐던 A 씨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사실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일터에 ‘실습생’ 신분으로 취
업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게 만드는 밑그림이 된다. 거기에 A 씨가 다녔던 회사
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는 실적 경쟁이나 압박이 이런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악화시켰
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박형민은 일부 자살에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성’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자살자는 자
신의 삶과 죽음을 숙고하여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과 삶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이 과정에서 자살자
는,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문제 상황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면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55)
청소년은 특히 성인에 비해 사회적 자원이나 경험,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다른 선택지에 대한 사
고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만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은 특히 그들이 가진 자원이 빈약한 상황

『

』

54)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노동세계진입 연구 (2017)
55) 박형민, 자살, 차악의 선택: 자살의 성찰성과 소통 지향성 , 2010, 이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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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더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좌절될 때 성인에 비해 더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
한다는 기존 논의도 숙고해봐야 한다.56)
성인의 자살시도와 비교하면, 청소년들은 우울이나 정신건강 저하의 영향이 적을 때에도 자살을 시도하
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심리사회적 갈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문제 해결의 방법, 혹은 가정과
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신호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57)
실제로 B 씨의 경우 회사에 직장 동료의 폭력을 고발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 한 채 문제 상황을 직
면해야 했고, C 씨의 경우 사직을 결심했으나 이에 대한 직장 상사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 A 씨도 자살
이틀 전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날 자살 기도가 있었지만, 부모님은 힘들어도
이겨내 보라고 응대했다. 비교적 저임금에 구하기 어렵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던 이들임에도, 죽음을 결심
한 순간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어쩌면 가정이나 사회, 학교에
도움을 청하는 신호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조금은 그려볼 수 있다.
파견형 현장실습은 제도 그 자체가 여러 겹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습생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일터에, 실습생이라는 취약한 상태로 내보내지고, 취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는 사직을 가로막는
다. 부모와 교사는 흔히 ‘참아보라’는 격려 이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일터는 차별과 괴롭힘이
흔한 세계다. 이런 구조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부추기고, 대안을 구하는 행위를 억누
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6) 자살을 부르는 일터를 넘어서기
2017년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 도중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자, 교육부에
서는 2017년 12월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여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58).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실현된다면, 그 동안 출구
가 없도록 특성화고 학생들을 압박했던 제도 하나는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교사나 전문가들은 현재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 자체에 회의적이다. 실습이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
․

』

56) 서종한, 심리부검 :나는 자살한 것을 후회한다 , 2015, 학고재.
57) 신영훈 박선영,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토, 청소년복지연
구 18(1), 2016, 238쪽.
58) 정부 보도자료, ‘김상곤 부총리,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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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학습이 이루어질 공간, 시설, 현장교사 및 교육과정을 갖출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
게 할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한국사회 노동 현장의 현실을 돌아본
다면,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지금의 파견형 현장실습보다 훨씬 제한적인 규모로(사업장 제한, 기간 제한, 인
원 수 제한 등) 실시할 수밖에 없다.
또, 현장실습 제도 개선 여부와 별도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자살에서 출발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노
동 과정과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이로 인한 자기 평가와 자기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두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길 바란다. 청소년 노동자, 실습생 노동자로서의 노동권 침해
와 이런 침해가 자살 사고나 자살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청소년 자살’ 연구
에서 다루지 못 했던 현장실습 노동과정의 경험과 그 고통, ‘현장실습 대책 논의’에서 다루지 못 했던 ‘자
살에 이르는 심리적, 인지적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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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경을 넘어 노동자가 된 사람들: 이주, 노동 그리고 죽음

(1) 오늘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 계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3) 고용허가제: 세계가 인정한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제도
(4) 이주관리와 임시적 체류: 국경을 넘어 노동하기
(5) 신자유주적 주체: 쓰고 버려지는 노동자의 죽음
(6)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1) 오늘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7년 여름, 네팔 출신 미디어 활동가의 페이스북에는 며칠 간격으로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대
구의 한 이불공장에서, 경산의 한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충주에서, 화성에서, 그리고 저 멀리 제주에서 자
살한 이주노동자들의 소식이었다. 같은 국가 출신 이주자들의 연이은 죽음 속에서 네팔 공동체는 술렁거
렸고, 대사관은 노동자들을 위한 요가와 명상 수업, 현장 순회교육을 기획하며 급하게 자살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이주민 지원단체는 자살한 노동자들의 사연과 유서 공개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을 성토했다. 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잠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혹은 선택으로 보이는
‘자살’은, 그것도 대통령도 유명 연예인도 아닌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인 ‘이주노동자’, 그 사람들의
자살은 쉽게 잊혀져 갔다.

(2) 계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은 비단 최근 몇 년 간의 현상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03년 8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과시킨 후, 그 해 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시작됨과 동시에
죽음의 행렬을 목격해야만 했다. 단속추방의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지하철
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고, 연이어 방글라데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다59). 한국
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마주하게 될 또 다른 현실도, 그 어느 곳도 희망
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주자들의 자살은, 새로운 제도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지만 끊이지 않았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출신 노동자가 “집에 가고 싶은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 오
직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고60), 이후에도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네팔 출신 연수생

59) 오마이뉴스 “더 이상 죽이지마! 강제 추방은 인간사냥”, 2003.12.1.
60) 한겨레 “지하철 자살 중국노동자 “체불조사” 보름 넘게 미적", 20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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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은 계속 이어졌다61). 네팔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이 시작된 이
래로 사망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네팔 대사관에 따르면2007년부터 2017년 8월까지 38명이 원인
불명으로, 36명이 자살로 한국에서 생을 마감했다62). 마치 중국의 폭스콘 노동자들이 “죽음은 우리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우리에겐 절망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63) 라고
이야기 했듯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
을, 또한 절망적 현실 속에서 버티고 있었음을 죽음으로 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7년

8월,

12시간

맞교대 근무에 적응하지 못해 불면증을 앓던 한 네팔 노동자가 남긴 유서는 바로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
실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제 계좌에 3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64)

한국에 온 지 1년 4개월 만에, 스물일곱의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한 청년은 마지막으로 이 네 문장을 남
겼다. 이 짧은 문장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그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이주노동자로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
에 대한 책임감을 압축해서 담고 있다.

<그림 4-1> 2017년 8월 6일 충주에서 네팔 출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

출처: 오마이뉴스 “이주노동자 자살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2017.8.23.

61)
62)
63)
64)

오마이뉴스 “고용허가제 1년…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죽어나간다", 2005.8.16,
투데이신문 “살기 위해 한국 땅 밟았건만…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2017.9.21.
Andrew Ross (2012) The exorcist and the machines, Hatje Cantz.
오마이뉴스 “이주노동자 자살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20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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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65)이라는 저서에서 자살은 더 이상 정신병리학의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바라보는 결정적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계속
되는 자살은 한국의 이주노동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 본질적 위험 요인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과거 미등록 이주자로서 무자비한 단속과 강제추방의 위협 그리고 ‘합법적’이지 못한 노동자로 겪어
야했던 착취가 이들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갔다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은 합법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고용허가제가 더욱 정교하게 만든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
을 보여주고 있다. 한 네팔 노동자의 유서가 설명하듯이 말이다.

(3) 고용허가제: 세계가 인정한 신자유의 이주노동제도
고용허가제는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
는데 목적을 둔 임시이주노동제도의 한국판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의 가족 동반, 장기
체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임시이주노동을 제도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으며, 전통적으
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영구 체류를 허가했던 국가들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국가)도 최근들어 임시이
주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66). 그 중 고용허가제는2011년 UN이 수여하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을 만큼 임시이주노동제도의 세계적인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다67).
한국정부가 2004년에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1993년에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
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었고, 제도적 문제로 인해 수
십만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한국으로 오기 위해 이주자들이 본국에서 사설 에이전시와 브로커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
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기에, 국가간 협정을 통해 이주의 출발부터 귀환까지 양국 정부가 이주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의 행정적 측면이 높게 평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허가제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한
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일까? 2010년 이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소식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 중 하나인 직업 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이 주요 원인임을 지적해 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 당해

65)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죽음의 스펙터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범죄 자살 광기”, 송섬별 역, 반비, 2016
66)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IOM) 2008. World Migration 2008: Managing Labour Mobility in the
Evolving Global Economy. Geneva: IOM.
67) Kim, M.J., 2015. The Republic of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Background and Rapid Assessmen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onditions of Work and Equality Department, Labour Migration Branch,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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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3회로 제한되어있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 조차도 제대로 신청하기 어려운
엄격한 조건이 사업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위기에 빠트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그리고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노
동자들이 한국의 일터에서 겪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함께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는 바로, 임시이주노동제도인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통제 방식이 노동
자들의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이주의 전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제도와 이주자들의 경험
은 한국사회라는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가적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음
을 이해할 때,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다층적 억압이 더욱 명확해 진다. 즉, '방법론적 국가주
의'68)를 넘어서 고용허가제가 작동하고 있는 초국적 메커니즘과 그러한 제도를 통해 이주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 그로 인해 개개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4) 이주관리와 임시적 체류: 국경을 넘어 노동하기
임시이주노동정책은 근원적으로 이주자들의 "임시적 체류"(temporary status)와 "이주관리" (migration
management)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체류의 '임시성'은 이주자들을 '노동력'으로만 볼 뿐, 이들이 도착한
국가의 영구적인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주체로서 삶을 사는 것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또한 '이주 관리'는 이러한 임시이주의 과정- 출국전 준비/ 도착국에서의 노동/ 본국으로의 귀국-을 국가
간 상호 양해각서를 통해 협정을 맺어 양국이 함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정부기관이 관장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주 과정은, 바로 이주자들을 한국사회에
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시노동력으로 만들어 출국전부터 귀국까지 한국 정부와 고용주가 원하는대
로 잘 관리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와는 달리 사설 브로커를 통
하지 않고 정부간 협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댓가로 이주의 전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주의 철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주자들은 본국에서 출국을 하기 전부터 양국 정부가 진행하는 한
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서 “노동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집단적으로 한국에 입
국한다.

68) Wimmer, A., & Schiller, N. (2003).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57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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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에 입국해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는 이주노동자들

출처: EPS Nepalese in Korea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출국 전 본국에서 계약을 맺은 제조업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며, 여기서부터는 철저히 사업주의 통제 속에서 노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 노동자가 되는 과
정 속에서 이들은 여러가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첫번째는 사회적 지위의 하강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관리’는 이주자들의 물리적 이동을 제도적으
로 도울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의 사회적 지위의 이동을 만들어내고, 사업주와 한국 정부가 바라는 ‘이상적
인 노동자 되기’를 강제한다69). 이전의 산업기술연수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사람
들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적합하지 못한 인력'을 일차로 걸러낸다. 실
제로 고용허가제의 한국어 시험 절차는 본국에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육 수준과, 한
국어 학원에 등록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되는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이주를 추동한 측면이 있
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최하층 노동자로’ 이미 제
도적으로 규정되어있다. 특이 이주노동자 안에서도 이들은 ‘비한국계’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다. 2007년에
시행된 방문취업제가 중국 및 구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즉 '한국계' 외국인들의 취업을 허가하
는 제도라면,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지역의 국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비한국계' 외국인
들을 노동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이주자들을 분리하고, 위계를 설
정하여 만들어진 이 두 제도를 통해 '한국계' 이주자들은 38개 업종에서 자유로운 취업을 할 수 있는 반면,
'비한국계' 이주자들은 제조업 혹은 농업으로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극히 제한되어지고 장기체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진다. 즉, 한국의 산업 구조 속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
69) Seo, S. (forthcoming) Temporalities of class in labour migration from Nepal to Korea, Current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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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들 '비한국계' 이주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일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한국
인과 외국인, '한국계' 외국인과 '비한국계' 외국인의 위계 속에서 가장 밑바닥 노동자로 위치하고 있다. 이
렇게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통한 선발 과정에서 걸러진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의 이주자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최하층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구조이다. 한국에 오자마자 일을 시작한 공장에서의 경험을 니라
즈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 장사 아세요? 그런 느낌이었죠. 메니져가와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저를 작업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한국에 팔려온 노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아세요? 회사에서는 쉴수가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되요. 만약 아파도, 쉴수가 없고 일을 해야되요.
만약 하루나 이틀을 기숙사에서 쉬면 공장장이 소리 지르죠.” 왜 왜 왜?” “ 너는 일을 해야된다” “너는
여기에 일하러 왔잖아” 라고요. 매일밤 잠자리에 들 때 마다, 나 스스로에게 얘기했어요. “ 너는 일을
해야되” “너는 여기 일하러 왔잖아” 라고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네팔에서 한국에 처음오면 모두가
울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네팔이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네팔에서 우리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을 알면 충격에 빠지죠. 집, 일, 잠자기! 그게 다
잖아요. 너무 끔직해요. 어떤 사람들은 휴일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도 일을 하고요. 한주는 밤에 일하고 다음주는 낮에 일하고요. 완전 미쳤죠. 마치 큰
로보트가 된거 같아요. 우리는 네팔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니라즈 20 남성, 이주노동자)

이러한 하강적 계급이동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겪는 경험이다. 지난 2010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여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네팔 노동자에 대한 신문 기사는 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70).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국제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던 그는 한국에 오기 전 네팔
총리실에서도 일한 엘리트 청년이었다. 현지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행을
선택했다.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4개월 동안 쓰레기 처리장, 식품공장, 자동차 시트 공장으로 이동을 하는 사이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한 압박, 건강 악화, 작업장 내 문제 등으로 발생한 우울증이 그의 자살의 원인이라고
기사는 쓰고 있다. 이 기사에 직접 언급 된 것은 아니지만, 네팔에서 엘리트 청년이었던 그가 한국의 쓰레
기 처리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겪었을 수모와 급 하강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좌절감이 우울증의 한 요
인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한국에서 발생한 8건의 네팔 노동자 자살건을 취재했던
프리랜서 기자 고팔씨는“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서 노동자로 지내다 보니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고향의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
70) 시사IN “이직 제한이 몰고 온 이주노동자의 죽음”,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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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그런 외로움과 좌절감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거나 자살을 선택해요.” 라고 문제를 진단한다71).
두번째는 이주노동자로서 겪어야 하는 열악한 주거와 노동 조건, 장시간 노동, 주야간 노동, 작업장 내
폭언과 폭행 등과 같은 억압적 일터의 문제이다. 고용허가제가 정한 4년 10개월간의 체류기간은 이들의
노동과 삶을 모두 "임시적인 것"으로 만들어, 노동자로서 또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고, 일터에서 발
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임시이주노동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학자들은 이 제도의
“임시성”이 노동의 유연화를 극대화하는 “이주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72) 이며, “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이들의 권리를 최소화”73) 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또한 이러한 고용과 체류 비자의 시간
적 제한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시간 배치를 받아들이도록 규율화하는 강력한 수단”74)이 됨을 주
장한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일정 기간만 체류가 허가된 이주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가족 동반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물리적, 정신적 외로움과 싸
워야 한다. 특히 자신의 숙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관리’를 통해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계약된 회사 혹은 농장의 고용주가 정해준 숙소에서만 생활을 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주는 컨테이너 숙소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전달한다.

“일을 시작한던 첫날, 방안에 들어가보니, 너무 지저분하고, 아무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바깥에는 눈이 오고 있고, 안은 너무 추웠죠. 추운 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눈이 녹아서 내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는 거에요. 누구라도 네팔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바깥에 나가보았죠. 사람들이
근처에 네팔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너무 헷갈리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 놀래서, 왜 내가
여기 있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선주, 27 남성, 이주노동자)

고립되고 열악한 숙소에서의 낯설고도 힘든 경험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더욱 강화된 형
태로 드러난다.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익숙해지는 단어가 “빨리 빨리” 라고 종종 이야기되듯이, 사업
주는 작업 중 시간, 리듬 그리고 속도를 이 한 단어로 통제하고 있다.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항상 “빨리 빨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계속 “빨리 빨리” 라고 했죠. 빨리
빨리라고 말할 때는, 마치 우리를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아요. 우리가 빨리 빨리 일할 때,
사장님은 기뻐했어요.” (제니, 27 여성, 이주노동자)

71) 월간 산 “[피플] 네팔 노동자 실상 조사차 한국 방문한 고팔 프라사드 아르얄”, 2012,11,14.
72) Leach B (2013) Canada’s migrants without history: Neoliberal immigration regimes and Trinidadian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igration 51(2): 32 45.
73) Anderson B (2010) Migration, immigration controls and the fashioning of precarious worke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4(2): 300 317.
74) Axelsson L, Malmberg B and Zhang Q (2017) On waiting, work-time and imagined futures: Theorizing temporal
precariousness among Chinese chefs in Sweden’s restaurant industry. Geoforum 78: 169 1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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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추를
뽑았어요. 사장은 한쪽에는 네팔 사람들, 다른 쪽에는 태국 사람들을 줄서게 하고는 경쟁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들은 태국 사람들처럼 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했죠. 나는 사장 앞에서 울기도
했고, 마치 동물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 우리는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는데, 5분 안에 먹고 다시 일을
하러 가야했어요. 상추를 뽑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코에서 라면 국물이 흐르는
거에요. 우리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미라 32,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시간 통제는 작업장에서 뿐만이 아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숙
소가 농장 바로 옆이거나, 농장주의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사업주는 이들의 일상 또한
통제를 하기도 한다. 농장주 부부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제니는 고향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밤 늦게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또 휴일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야단을 맞아야 했다. 아침 일
찍 일어나 일을 해야 하는데, 늦게 자면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사업
주들은 이렇게 일하는 시간, 점심 시간, 여가 시간 그리고 휴일까지도 노동자들의 시간을 통제하고 있으
며, 인간의 신체 리듬을 무시한 장시간 노동, 주야간 근무, 주말 근무 등을 강요하고 있다.

<그림 4-3>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

이러한 강요된 노동과 일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주노동조합과 이주지원단체들이 지적하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이 사업주에게 통제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가능하면 회사나 농장을 옮기지 않고 견디려하고, 사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최대한 노동력을 뽑아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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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회사에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우리보고 한 사람당 기계를 3-4개
작동하라고 시키는 거에요.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는 시간이 맞춰져 있어서, 맞춰진 시간대로 작업을
해야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기계 속도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 타이밍데로 작업이
되지 않으면,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기계는 고장이 나요. 처음에 우리는 사장이
시키는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3-4대의 CNC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더 이상 일하지 말고, 기숙사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하는 거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하지만 사장님은 거절했어요. (구말, 42 남성, 이주노동자)

구말의 사업주는 구말과 그의 동료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지만, 사업장 변경 서류에 서명을 해주
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일터를 곧바로 찾을 수가 없었다. 이 경우, 본인들의 자의적인 의사로 회
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하고,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는 동
안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노동부 진정 결과과 항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
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잃고 그로인해 체류자격까지 상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많은 이주노
동자들은 부당한 노동조건을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노동력으로 임시로 사용되는 노동자이기에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정당화되고, 또 이주노동자들 또한 4년 10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이기에 어떻
게든지 버텨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자 한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은 그렇게 버
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말(37, 남성 이주노동자)은 이를 직접적으로 지적한다.

“만약에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원하는 공장으로 바꿀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거에요. 일단 3년
동안 계약을 맺으면, 일이 너무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때리기도 해요. 그리고 “너는 네팔로 가. 그게 싫으면 여기서 일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1년이나 2년을 쓰고, 노동계약을 한참 기다렸잖아요. 어떤
한국어 학원은 학생들에게 비싼 학원비를 내라고도 해요. 한국에 오려고 엄청 노력해서 왔는데,
여기에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에요. 그거 아세요? 매달 적어도 네팔
사람들이 한명은 자살을 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5) 신자유주의적 주체: 쓰고 버려지는 노동자의 죽음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부적응, 불안, 우울증, 자살 문제들이 점점 더 가시
화되자, 본국에서 한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출국 전 프로그램에서 심리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예비 이주자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교육은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고학력 중산층’의 예비 이주자들을 '적절한 노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출국 전 사전
교육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본국에서의 사전 교육 과정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결합되어 자기 규
제적인 행동과 태도를 내면화한 '이상적인 이주노동자'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렘케가 이야기한 "개인 스스
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주체로써 행동하도록 장려하는 지식"75)을 생산하고 전달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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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기 관리 전략을 개발해서 한국에서 겪게 될 힘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본국의 가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동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비 이주자들은 사전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출입국관리법 등의 수업을 듣는데,
실제로 주요한 내용은 사업장 내에서 위계질서에 복종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고, 고용허가제의 규칙
을 지켜야 함을 배우게 된다. 실제로 고용허가제 트레이닝 센터의 한 수업 강사는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
리 석사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가면 노동자가 되는 거다!”76) 라고 이야기하며, 한국의 공장 혹은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기대되는 생활방식,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규율을 전달한다. 한국어
교육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고, 사업주나 공장장은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으로 배우는데, 이것 또한 한국에서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로 설명되어진다.

<그림 4-4> 네팔 고용허가제 트레이닝 센터 강의실에 부착된 한국어

이렇게 사업주와 한국정부가 원하는 모습의 '노동자'로 만들어지는 출국 전 과정에서 인권이나 노동권을
배우는 것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문제가 있어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기, 미등록 노동자가 되지 않기, 공공
질서 잘 지키기, 예절 잘 지키기 등을 ‘훌륭한 이주노동자’의 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책임감 있는 노동
자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잘 극복하는 힘을 키워서 사업장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는데, 만약 사업장을 자주 옮기게 되면 한국의 사업주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국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프라모드(23, 남성, 예비 이주노동자)는 자살을 피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에 가면, 처음에 적응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혼자 일을 하기도 하고 힘든 경험을

è

75) Lemke, T.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 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 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 (2), pp. 190 207.
76) 네팔 고용허가제 트레이닝 센터 참관, 2012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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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잖아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았어요. 강사분은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충고해주었어요. 여가
시간에는 텔레비젼도 보고, 음악도 듣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전화도 하면, 그런
우울증은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용허가제가 정한 4년 10개월 동안,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주체로, 한국의 노동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이주노동자가 되어 국가의 발전과 자기 개발에 성공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면화
하는 교육을 받는다. 여기서 자살은 개인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식하도록 설명된다. 하지만 이미 지난 몇
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자들이 모두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서 최하층 '이주'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삶의 취약성 및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 노동, 그리고 적응 과정
에서의 문제점이 죽음을 통해 들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시노동자로서 필요할 때 쓰여지고, 그 기간
이 다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혹은 보여지지 말아야 하
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너무나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대사관과 협의 하여 빠르게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한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본국에
있는 가족들도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문제를 제기할 여력도 기회도 없이, 그렇게 자살 사건은 마무리
된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단기 노동력으로 들어온 이들이 죽음을 통해 노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이들의 육체는 빠르고도 신속하게 폐기처분 되는 것이다. 그 사이, 인천 공항에는 새로운 이주노동자
들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고, 바로 얼마 전 이들이 목을 매고 숨을 거둔 그 공장은 새로운 노동력을 투입
해 주야간으로 쉬지 않고 기계를 돌린다.

(6)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2017년 6월, 한 이주노동자가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을 한 공장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 공
장에서 이주노동자 자살은 2011년과 2017년 두 번 이나 있었다고 했다. 공장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
살한 이주노동자의 친구들은 그 사건 이후 한동안 공포와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잤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
게도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자살한 친구처럼 몇몇 동료들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그 심각성이 느껴졌다. 이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친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신들을 자책했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그 친구와 같은 상황이기
도 함을 이야기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때로는 친척들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경제
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이중의 고통을 야기시킨다고 했다. 즉, 한국의
노동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가족들의 경제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제
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한국에서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맞물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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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삼중의 고통이 되고,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아의 결함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결국은 현실
의 탈출구로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료의 자살을 두 번이나 경험한 이 공장 이주노동자들의 결정은 돈을 모아 운동기구를 사서 함께 운
동을 하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생긴 동료들이 있으면 같이 병원에 가고 보살펴주는 것이었다. 공장에서
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외로움도 함께 극복하고, 서로 도와주면 괜찮을 수 있다는, 이들의 바램은 참 소
박하지만, 또 너무나 절실하다. 죽지 않고 노동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이미 자살의 물결은 이주노동자들
을 일회용 노동자로 만들어, 집단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국제노동이주가 한국에서 시작된 시점, 즉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편입되
고 저임금의 노동력을 유연하게 이용하고 착취하기 시작한 그 시절부터 예견된 것일지도 모른다. 계속되
는 동료들의 자살을 목격한 이주노동자 미디어 활동가는 실제 사건에 기반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극본을
썼다. 그가 쓴 극본의 에필로그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고, 심장마비, 자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한국인 동료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그들은 일터에서
차별받고 심한 대우를 받아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감소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필요했고,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릎쓴 채 위험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일을 해왔다. 한국은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은 이들을 돈이 자라는 나무처럼 생각해야만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깨닿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맞다, 이들은 죽고 있다.
누가 이들을 구할 것인가? 누가 이들에게 미소를 돌려줄 것인가? 누군가는 이들을 꼭 붙잡고,
이해하고, 살려야한다. 제발 누군가 이들을 살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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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의와 헌신은 어떻게 사회복지노동자를 착취하는가?

(1) 사회복지노동자들
(2)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3) ‘복지’라는 수상한 노동세계
① 나는 아웃소싱 직원입니까?
② 고용 불안정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시스템
③ 일은 하지만, 노동은 아닌 시간들
(4) 과로노동의 다른 언어들: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 ‘깔때기“
(5) ‘선의’와 ‘헌신’은 어떻게 노동을 착취하는가?
(6) 과로자살의 문턱에서

(1) 사회복지노동자들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을 연구하면서, 나는 이 영역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 지역활동가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사
회복지의 세계는 넓고 복잡했다.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들이 공유하는 노동세계는 비슷했다. 장
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받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복지는커녕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사회서비스 정책은 늘어날 전망이고,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
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영역이 정작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이다.
특히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돌봄, 복지 등)과 서비스 노동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사회복지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사회복지노동자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동세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한다. 이 노트는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들의 노동구
조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연구는 사회복지공무원들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사회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경우 시설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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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정부는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요자 중심 복지
를 내세우며 바우처 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참여정부 말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
에서는 3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사회투자적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의 촉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는 사회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4대 바우처 사업(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 돌보미,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바꿔나
간다(정용택, 2016). 바우처 도입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요자는 공급자를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에 유입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그 규모를 제
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사회보험도 가입률도 낮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를 재생산하는 데 큰 역
할을 차지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동을 통해 우선 사회복지분야의 과로자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2)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 나가며 머리를 쥐 뜯어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얼마를 번대도 무엇을 하며 즐긴대도 형편없이 망가져 버린 마음을 짧은 고통 후에 영원한 안식
속으로 잠겨들고 싶다.” – 2013.3.19., 사회복지공무원 故 안00 유서 중에서

2013년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다. 모두 20~30대 사회복지공무원이었고, 이들은 비슷한 시
기에 연달아 죽었다. 사인은 유서를 통해 짐작하건대 직장 내 위계적 관료문화, 비인격적 대우, 과로사, 업
무 압박 등이었다. 이들의 죽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상한 점이 많다. 왜 젊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
살을 선택했는지, 그들은 일터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복지 영역의 문제인지, 공무원 집단의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마찬가
지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몇몇 사회복지사를 인터뷰하면서, 2013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죽음까지 더 있을
거라고 했다. 혹은 정확한 년도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과로자살을 하거나 그 직전의 경험을 간접
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로자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 52 -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몇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플랫폼이었던 <광화문 1번가>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
안(“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 사회복지노동자
들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례업종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표준임금을 지급하는 것, 마지막으로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 등 사회복지 영
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표면에 드러난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만 보더라도, 사
회복지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인력난으로 과로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복지제도에서 탈락한 사람
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등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에 관한 선행
연구에 유독 직무 트라우마,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률>(2011년)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
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2013년, 네 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한 것이
다. 이들의 죽음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잠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현장의 사
회복지사들은 개선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들의 노동을 열악한 환
경으로 몰아가는 걸까?

(3) ‘복지’라는 수상한 노동세계

① 나는 아웃소싱 직원입니까?
고우리(가명, 35세) 씨는 7년 차 사회복지사이다. 그녀는 현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교육복지센터에서
일한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현재 우리 씨가 일하는 곳은
세 번째 일터이다. 사회복지사로서 그녀의 이력을 보면, 2~3년 단위로 일터가 바뀌었다. 정규직으로 채용
되었지만,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면 안정된 고용형태라고 생각
한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연차에 따라 임금도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
복지사에게 정규직이란, 다른 의미였다.

정규직이긴한데, 사회복지는 정규직이 특별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워낙 위탁사업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위탁이 종결되면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은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위탁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 조건부 정규직? (웃음) 뭐라고 따로
붙이진 않는데 저희는 정규직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요. (…) 평가가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3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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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요. 법인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재위탁 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탈락되면 더 운영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 사회복지사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소싱 같은 거. - 고우리

우리 씨의 고용구조를 보면,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교육복지센터에서 일한다. 상세하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법인에 위탁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우리 씨를 고용한 것이다. 하지만 임금과 업무규칙은 교육
청에서 받는다. 사회복지사들은 취직하더라도 2~3년마다 기관의 위탁 기간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을 경험
한다. 우리 씨뿐만 아니라, 시설 사회복지사들 또한 지자체에서 법인에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에서 사
회복지사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씨가 자신을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웃소싱”
에 채용된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불안정한 노동 구조의 골자가 되는 것은 우리 씨가 말한 것처럼 “위탁사업”구조이
다.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업무 실적이나 만족도에 따라 평가받는 대신, 기관의 평가를 위해 일한다. 그
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신과 기관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다. 자신의 고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
다. 3년마다 행해지는 기관평가에서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위탁이 갱신되고,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은
연장된다.

② 고용 불안정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시스템
사회복지 영역의 “위탁사업” 구조는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기도 한다. 기관평가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는 재편되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추가로 사
업이나 업무를 늘려야하기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김가람(가명, 27세) 씨는 2년 전 45개 프로그램을 관리했다고 한다. 한 프로그램 마다
적게는 수강생은 1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
어나야지, 줄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 수강생의 수가 곧 실적이기 때문이다. 때로 사비를 들여 참여자들에
게 선물을 하고, 개별상담도 하다보면 정작 퇴근 후에야 자신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가람 씨는 프로그램 관리 외에도 1년에 네 차례 반장 간담회, 회원관리, 오리엔테이션, 회원접수를 맡는
다. 여기에 외부지원 프로그램을 3개 추가해서 했다고 한다. 300만 원, 500만 원, 80만 원짜리 사업이었다.
그녀는 80만 원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프로그램이었는데, 1원을 쓰더라도 영수증,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지
원처에서 원하는 과정을 페이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류를 보내면 피드백 내용을 반영
해서 다시 보내야한다. 꽤 규모가 큰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운영비를 채우기 위해서 외부 지원
사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원처에 제출할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발표를 하
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 프로그램 내용 기록, 평가 등을 해야 한다. 여기에 주말 프로그램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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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보고서를 쓰고, 지역 사회복지사 모임에도 나가야 한다. 평가가 있는 해에는 평가 준비로 업무
는 무한정 늘어났다.

근데 웃긴 게 어르신들이 이용자 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좋은 건 늘지만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개수화해서. 평가 기준이 개수화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요즘에는 평가에서도 질적인 것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 김가람

가람 씨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 프로그램 관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진행되지만 더 문제는 출
석이었다. 출석은 곧 실적과 연결된다.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 복지관에서 몇 명이 밥을 먹었는지, 수급
자 중에 몇 명이 밥을 먹었는지, 몇 명이 물리치료를 받았는지.” 모두 실적이기 때문에 회원이 해년마다
늘어나야한다고 했다. 가람 씨는 이용자를 수량화해서 평가하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지만, 기관
을 평가할 때 수량적 평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③ 일은 하지만, 노동은 아닌 시간들
인터뷰 중에 만난 사회복지사들은 주말 근무는 물론이고, 당직을 서는 날도 비일비재했다. 고우리 씨는
전 직장에서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그녀는 시설 특성 상 새벽에도 병원에 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당직을 해야했다.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근무 시간이죠. 어찌됐든 거기서 잠을 잔다하더라도 제 집에서 자는 건 아니고,
시설에서 잠을 자고. 보호자로서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자분들은 혹은 저희에게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잠을 자고 있으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있던 시설은 그나마 인원이 많아서 일주일에 1.5회 숙직을 해요. 주말 껴서. 그런데
숙직은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급여가 책정되는 게 전혀 없어요. 수당은 나오는데 수당이 한 달에 10시간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숙직을 하면 4시간이 야근으로 잡혀요. 밤 10시까지는 야근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미 숙직만 해도 오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숙직이 없는 날에 정시퇴근 하는 것도 아니고요.
- 고우리

우리 씨가 일하던 곳은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아 운영했다. 현 근로기준법 상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혹은 그에 상응하는 휴일을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기관의 경우, 과다한 추가 노동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
려 추가 노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 노동시간을 기록하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나 지급처에서 장시간 노동을 제재하기 때문이다.

9시에서 6시. 원래 주 5일제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근무를 해왔던 곳이라서 주 5일제를 채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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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거였는데, 그나마 계속 구청에서 제재를 받아서 격주 토요일
근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근로계약 할 때 주 44시간 근무로 아예 계약서를 썼어요. (...)
저희가 늘 의아했던 게, 그러면 우리는 숙직을 하는 업무인데 왜 숙직수당이 따로 없냐고 했을 때 회계
담당자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숙직수당이 있는 곳은 시간 외 근로 수당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 고우리

우리 씨는 입사를 할 때,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한 노동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우리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난 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10월 한달 동안 본
인 의지로 초과근무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됐으며 이 기간 동안 근로에 대해 법정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한다”(경향신문, 2017년 10월 13일자)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복지기관이 보도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이루어져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하지만 특례업종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업은 특례업
종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초과근무가 허용된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장기노동은 관례처럼 행
해진다.
《201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2015)에 따르면, 이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주 55.74시간, 사회복지사 외 노동자는 49.67시간
일하며,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주 43.78시간, 사회복지사 외 노동자는 41.02시간 일한다. 마지막으
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50.41시간으로 주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노동시간이 길 경우, 대체휴일을
사용하거나 추가 근무수당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이런 상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 26개를 10개로 축소하는 방안
을 논의하고 있다77).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례업종 축소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장기 노동을 제도적
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노동자의 장기 노동 문제가 특례업종에서 제외
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사회복지영역의 업무 특성 상 여느 노동규칙과 다르게 움직이
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추가 노동은 비공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며 장려된다. 야근이나
주말에 일을 하더라도 따로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여 쉴 수도 없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난다. 그런 시간을 셈하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
금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장기간 일을 하게 된다.
77) 특례업종 축소 방안에서 제외된 영역은 사회복지사업, 운송업(항공, 수상, 노선운송을 제외한 육상운송 등), 통
신업(전기통신업), 의료 및 위생산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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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씨와 이유리 씨는 주말에 추가 노동을 하지만, 추가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쓰지 못한다고 했다.
가람 씨는 3주 연속 토요일에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이 대회에 나가는데, 항상 동석해야 했다고 말했다. 동
행해서 복지관 비용을 쓰지 않더라도 결과보고서는 써야하며, 주말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쓰
거나 안 간다고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자니까요.”(김가람) 유리
씨도 비슷한 이유로 토요일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지역행사에 참여한다. 월에 1회는 등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월에 2회는 지역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본인 업무 외에 지역참여 업무를 맡게
되는데, 대부분 상급자들이 지역에서 맡는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결정되면, 실무자들은
따라야 한다. 더욱이 유리 씨가 일하는 곳은 작은 곳이라, 센터장과 본인 둘만 일한다. 그러다보니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그녀는 “당연히 쉬어야 하는 건 알지만”(이유리) 쉰다고 말하
는 것 자체가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본인이 쉬게 되면, 센터장 혼자 업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4) 과로노동의 다른 언어들: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 ‘깔때기“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 중 하나는 ‘복지 깔때기’이다.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는 민원에 ‘복
지’만 들어가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업무가 몰리고, 사회복지사들은 하나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깔때기”라는 말을 쓴다. 이유리 씨는 자신의 일주일을 “월
화수목금금금”이라고 표현했다.
운영비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본인 업무 외에 외부 사업을 지원
해서 운영비를 마련한다. 외부 사업의 경우 10원을 쓰더라도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페이퍼
를 위한 페이퍼” 작업으로 인해 야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일은 추가되고, 그것이 곧 조
직의 실적으로 쌓인다.
사회복지사들은 면접에서 “야근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는 건 기본이고, 계약서에 추
가근무나 당직을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강요받기도 한다. 지자체의 지원
을 받는 곳은 야근이나 주말에 일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휴가를 요구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임금을 많이 줄 수 없다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상식이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한다. 따라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곧 ‘양심 없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고,
추가 노동은 사회복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장려된다.

제가 왜 (사회복지사들이) 과로사를 했을지 이해가 되냐면 재작년에, 첫 해에도 일이 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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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는데 2년차에 폭풍이었거든요. 업무도 그렇고, 몸도 힘들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치고 힘들었고. (...) 두 달 동안 11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내 삶이 없어져요. 몸에
힘도 없고, 아침 저녁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점심도 한 끼 챙겨먹는데 그것도 일이 있으면 잘 안
넘어가지.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딱 그렇게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 내 삶을 찾아야
되는데” - 김가람

가람 씨는 2년 차가 됐을 때,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수영을 다녀오거나, 저녁에 발레 수업을 듣기도 했다. 그렇다고 일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가람 씨는 야근을 하다가 발레 수업을 듣고 다시 복지관에 돌아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는 했다.
과중한 업무에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자각이 들 때, 그것을 개인이 멈추기란 쉽지 않다. 특히 개인보다 조
직을 우선시 생각하는 곳에서는 개인이 모든 걸 감내하거나 그 시기를 일시적인 현상이라 여기며 극복해
야한다. 하지만 개인이 한계에 다다를 때, 이를 보호해줄 장치가 거의 없다.
한 사람이 과한 업무를 떠맡는 구조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물으니, 위계적인 복지관
이나 센터 문화로 인해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센터는 센터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성과나 노동의 강도
가 달라지며, 중간 관리자들의 업무가 말단 사회복지사에게 과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그러다보
니, 집단 내에서 업무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며, 지역 내 사회복지커뮤니티나 친한 사회복
지사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만나 어려움을 나누거나 개인이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5) ‘선의’와 ‘헌신’은 어떻게 노동을 착취하는가?
언제부터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착한 사람’이어야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는지 모르겠지
만,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에 덮씌워진 노동윤리이다. 인터
뷰 중에 만난 사회복지사들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희생’과 ‘선의’와 ‘헌신’을 강요하는
주변의 시선이 자신들의 노동을 오롯이 바라보는 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노
동자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사로서 훈육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명의
식이기도 하다.
한국의 사회복지교육기관 중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는 대부분 미션스쿨에서 이루어진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이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선교사들이 사회복지관을 차렸으며, 미션스쿨에서 지역운동과 사회
복지운동을 벌여왔다. 초창기 빈민가와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사회복지영역은 복지수혜 대상에게 시
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작동해왔고, 사회복지사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돕는 역할을
소명으로 생각해왔다. 오늘날 사회복지 분야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혜적 관점은 여전히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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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한국의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 법인 중 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복
지는 종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왔다.

제일 중요했던 게 수많은 법인에 종교가 많다는 게 한몫 하고요. 그게 왜 더 영향을 끼치냐면, 법인
관계자들이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장을 결정하고 기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종교성을 안 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채용 자체에서 종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면접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은 종교기관이라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같이 드린다.
동의하냐. 이런 걸 물어볼 때 면접 보는 사람으로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안 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종교)를 아예 깔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 고우리

우리 씨는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할 때, 종교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종교의 유무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고, 그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종교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업무와 행실에 대해서도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강요한다.
뿐만 아니라, 회원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모아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회원들이 “희생”과 “섬
김”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면서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승아 씨
는 “무조건 착해야 된다”, “봉사를 좋아한다”, “종교인이다”는 인식이 불편하다고 했다.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훈련을 받았지만, 전문적이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좋은 일하라고 기부했지, 월급 받아가라고 기부해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도 욕먹어요. 자기들 뱃속만 채운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국민들의 인식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전문직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반이
많아요. - 이승아

‘희생’이나 ‘섬김’을 소명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적은 임금을 받거나 감내하는 것을 당
연하게 여기도록 강제되어 왔다.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임금에도 일하는 기관에 후원을 강요받는다. 유리
씨는 세금을 제외하면 약 14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그 중에 10만 원씩 매달 후원금을 내고 있다. 입사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왔던 문화이다. 또한 가람 씨도 “암묵적으로 대부분 후원을 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
다. 그리고 정당하게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하면 “돈 욕심내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20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
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154,977원이며, 2013년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던 196만 원과 약 19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인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85). 비교적 최근에 조사된 <201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기록된 기본급여 또한 이와 유사한 수
치로 200만 원 전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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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사회복지노동자 기본급여(2015년 기준)
생활시설
분류
사회복지사

평균

직급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외 노동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외 노동자

전담공무원

210만원

212만원

189만원

175만원

247만원

시설장

255만 원

·

256만 원

·

6급: 353만 원

상급관리자

282만 원

·

281만 원

·

7급: 265만 원

중간관리자

219만 원

·

219만 원

·

8급: 183만 원

실무자

168만 원

·

168만 원

·

9급: 166만 원

출처: 《201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015), 112-113쪽. 연구자 재구성

2005년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복지시설의 운영비 책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역, 근무처 별로 차등지급 받아왔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노동자들
의 임금 격차는 벌어졌다. 또한 재정이 튼튼한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지만
영세한 시설(아동, 장애인 등)이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민간위탁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재위탁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저
임금과 더불어 고용불안도 함께 떠안아야 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단일 급여 체계를 정부에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한 구속력은 없
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1~3년 전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이 열악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을 여러 관
점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중에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에
의미부여를 하는 담론이 있었다. 위에서도 승아 씨가 말했듯이,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사
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성이 부여된 것인데 그 일에 비해 인정받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하
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노동구조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수면 위로 드러내는 데 그것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도) 전문가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같아요. 종교를 가지고 이걸 내가 다 참아야지, 희생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일부고.
사회복지사의 대부분은 천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희생을 되게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의
반대급부로 ‘우리는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를 또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원
하지 않아요. 이 업무 자체가 가진 특성이 있는 건데, 이 특성을 ‘착한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는 프레임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다’로 밀고 나가거든요? 협회에서는. 전문가가 꼭 전
문가로서 역량을 갖춰야 되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냥 우리는 노동자다. 그냥 일하는 노동자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 고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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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씨는 ‘희생’과 ‘헌신’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노동 특성을 제대로 보지 못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전문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씨는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노동자”로 자신을 위치 지었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노
동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6) 과로자살의 문턱에서
어느 날,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던 동생은 당시 1년이 갓 넘은 인턴이었다.
그녀는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말에, 대학 졸업 후 바로 복지관에 들어갔다. 취업난에
도 바로 일할 곳이 생겼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동생을 축하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동생은 잦은 야근
에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쁜 것이라 여겼다. 밝고 사려 깊
은 성격에 동생은 어디에서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동생이 나지막이 말했다. “언니.. 나 그만두고
싶어.”
과로자살을 연구하면서, 종종 고인이 남긴 메시지나 유서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후회되는
것은 동생이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왜 “그래도 조금만 참아보자”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나는 동생이 당장 복지관을 그만 두더라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2년은 다니는 게 이력을 생각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조언을 보탰는지 여전히 후회한다. 당시 동생은 나에게 여러 차례 신
호를 보냈지만, 나는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동생은
4년차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역할과 그들이 있는 현장을 떠올리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는 ‘착한
사람’ 혹은 ‘선의, 희생, 봉사’를 함께 떠올린다. 타인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려하고, 이타적이
고,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이래야한다’는 관념이 오히
려 사회복지사의 노동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다시 말해,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문화가
사회복지사를 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사회에 헌신하고 감내하고, 희생해야 한다
는 노동윤리와 규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들의 과로 노동은 위탁구조와 평가시스템이 한축에
있고, 다른 한축에는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문화가 이를 지탱한다.

사회복지사가 이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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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사회복지사들이 타인의 복지를 위해 살지만 정작 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환경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삶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복지 또한 함께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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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준, 자발적 감금의 반정치

(1) 과로의 시작 :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취업준비 기간’의 의미
① <자본>에서의 과로: 과잉인구와 과잉노동의 순환
② 신자유주의: 투자로서 ‘취업기간’의 탄생
(2) 취업준비자의 구조와 실태
① 취업의 경로들
② 취준, 노력의 공정함
(3) 취준, 자발적 감금의 정치학
① 역할박탈
② 탈문화와 시간의 안락사
③ 모욕감의 원천들
(4) 공정 이데올로기와 과로의 변증법

(1) 과로의 시작: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취업준비 기간’의 의미
불안정 노동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은 노동과 실업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바꿔놓았다. 뿐만 아
니라 ‘취업준비’라는 독특한 시간을 형성한다. 취업준비에 할애되는 시간은 노동에 덧붙여진 시간으로, 노
동 이전의 시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노동에서 주기적으로 축출당하는 시간의 공백이자, 과거의 노동과
미래의 노동 사이의 불안정한 시간이다. 동시에 불안정한 노동이 일반화된 시대, 안정적인 노동을 희망하
는 각자도생의 노력이기도 하다.
이글을 통해 나는 오늘날 ‘취준’이라는 짧은 용어로 통용되는 ‘취업준비 기간’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
지, 그리고 그 기간에 수행되는 모든 노력들이 전통적인 ‘과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취업준비 기간의 노력들을 일종의 ‘사회적 노동’으로 간주해 노동의 연장으
로, 그래서 모두 과로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신조어가 아닌 듯한 신조어인 ‘취준’을 취업 후의 노동과
단순 유비관계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해야할 질문은 ‘취준’을 노동 혹은 과로로 정의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취준’이라는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현상을 다룰 때 과로라는 개념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다.
‘취준’의 ‘노오력’과 취업후의 ‘과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두 범주는 서로의
배경으로 작동하며, 종종 서로를 통해 가장 강력한 자기 표현을 발견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거칠게 결론짓자면, 현재의 ‘노오력’은 미래의 ‘과로’를 현실화하는 힘이자, 현재의 ‘과로’는 과거의 ‘노오
력’에 따른 보상이다. 물론 취준의 노오력이 과로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은 아니다. ‘취준’은 안정된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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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로하지 않는 직장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과로여부가 아니라 안정된
직장이 관건인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로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안정된 직장의 ‘과로’란
과로의 지속이라기보다는 노력의 성취가 된다.
따라서 ‘취준’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과로가 아니라 과로의 질이다. 주야맞교대의 12시간 육체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의사의 심야노동은 능력과 헌신의 다름이 아니다. 콜센터의 전화상담은 하찮은
것이지만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는 외운 것을 매뉴얼대로 반복하는 것 이상이 된다. 어느 시대이건 노동은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질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때의 과로의 질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란 무
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착취는 회계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질적인 조건들을 회계적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착취는 노동의 분할과 가치절하되고 위계화된 노동을 전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과도한 노동이지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과도한 노동을 둘러싼 계
급투쟁이 있어왔다. <자본>에서 서술된 노동일을 둘러싼 투쟁부터 공장 안에서 노동강도와 생산량을 둘
러싼 노동자 통제권의 문제, 노동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투쟁들을 포함해 자본의 경영전략을 둘러싼 광범
위한 싸움들까지 노동과 자본의 투쟁들이 그 예다. 따라서 과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정세적이면서
도 정치적인 문제다.

① <자본>에서의 과로: 과잉인구와 과잉노동의 순환
정의상 과로는 누적된 피로이자 과도한 노동(overwork)이 정신과 신체에 새겨진 흔적이다. 그렇다면 과
로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종료된 이후 자본에 의해 노동력의 사용이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의 증식이 곧 노동착취의 다른 이름이라면, 과
로는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사용에 따른 효과다. 물론 이 효과는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다. 마치 그
라데이션처럼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교차의 매우 다양한 길들을 내며 착취가 일어나는 노동과정에서 최대
한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가시적인 효과로 등장한다. 그래서 과로는 마치 자본의 지휘하에서 벌어
진 일이 아니라 노동자 본래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신체가 과로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가 하나의 노동력임을 전제한다. 이미 노동력이 이전만
큼 재생산 되지 못하고 소진되어가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노동력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소진의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에 의해 노동력이 구매되기 이전, 노동력을 갖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노동력을 갖추
기 위한 신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시간에 과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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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는 <자본> 1권에서 과잉노동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법칙의 결과라고 말
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삼지 않는다. 자본이 관심을 쏟는 것은 오로지 1노동일 가운데 사용
가능한 노동력의 최대한 뿐이다.”78) 이러한 과잉노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 자체의 시스템
에서는 노동력의 때 이른 파괴를 막을 수 없다. 결국 잉여가치의 생산이자 동시에 잉여노동의 흡수인 자
본주의적 생산은 “노동력 그 자체의 너무 이른 소진과 사멸을 낳는다.”79)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만성적인
과잉인구를 전제한다. 과잉인구 즉 “더 이상 자본의 자기증식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인구로 전화한 부
분”80)인 산업예비군은 자본주의의 재생산의 조건이며, 착취가 이미 항상 과잉착취가 되는 원천이 된다. 노
동시장을 범람시키며 노동력의 가격을 그 가치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는 과잉인구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을 노동자들 간의 격렬한 생존경쟁으로 전환시킨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개별 자본가의 필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매우 자명한 이 사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이 산업예비군으로서 자신을 자유의지로 규정하며 자발적인 노력의 시간
을 보낸다. 이는 ‘취업’이라는 개별 자본가와의 계약 이전에 스스로가 수행하는 자본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력이 직접적으로 노동과정에 투입되기 이전,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이 개별 자본가들의 필요에
적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는 것, 최소한의 노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능
력을 유지하는 시간은 개별 자본의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노력, 경쟁이 격화될수록 과도해지는 무비
용의 착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맑스는 <자본>에서 임금에 대한 정의를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으로 정의했고, 이러한 임금을 구성
하는 것에는 노동자의 자녀를 생산하고 교육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특정한 숙련과 기능의 습득이 필요한
교육훈련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도노동과 과잉인구의 현실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늘 그 가치 이하로 내려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두 방향으로 가치절하 되는데, 한편으로
는 과잉인구의 측면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내려간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윤의 창출을
위해 늘 자신의 수명보다 더 빨리 폐기되는 기계와 과학기술의 변화에 조응하며 교육훈련 비용의 전반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가치절하된다.

② 신자유주의: 투자로서 ‘취업기간’의 탄생
더욱이 오늘날 노동력을 ‘인적자본’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력이란 늘 하나의 자본으로
투자되어야할 것인 바, 취업준비 기간이란 무작정 취업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
78) 칼 마르크스, <자본> 1-1권, 강신준 옮김, 2008, 도서출판 길, 376쪽
79) 위의 책, 376쪽
80) 위의 책, 5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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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할 비용과 시간과 노력, 그것도 남들보다는 좀 더 강한 노력이 필요한 기간
이다.
주지하듯이 ‘인적자본이론’은 미국 신자유주의자들의 발명품이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의 미국적 모델인 인적자본론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고전경제학이나 심지어 맑스까지도 노동
을 불충분하게 다뤘거나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한다. 이들에게 노동은 ‘추상적 노동’이
나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더불어 노동은 생산관계 속에서 하나의 생산요소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그
들에게 노동은 경제 그 자체다. 즉 경제학은 자본을 투자해 생산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간행동의 과학’
이 된다. 이제 경제의 임무는 인간행동의 형태, 인간행동의 내적 합리성을 분석하는 것이 된다. 이런 분석
은 “희소 자원들이 주어졌을 때 개인들이 무엇보다도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목적에 그 자원들을 할당하도록
결정하게 만드는 계산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이다.81)
인적자본이론은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을 생산관계의 흐름 속에 위치짓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관점에
서 ‘노동능력’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를 사유하는 것이다. 노동은 “노동자에 의해 실
천되고 활용되고 합리화되고 계측된 경제적인 품행”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를 ‘능동적인 경제주체’로 만드
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임무다.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를 능동적인 경제주체로 만들
자마자 노동자는 인적‘자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준비 기간은 미래의 소득(임금이 아니다)을 위한 투자이며, 이는 소득을 위한 당연
하고 자연스러운 경제행위가 된다. 이는 더 이상 미국의 신자유주의 이론 중의 하나가 아니다. 이것은
IMF를 전후해 태어난 ‘IMF 키드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데올로기이자 IMF 이후 한국사회를 특징짓
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세기 맑스가 바라본 풍경에는 산업예비군이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란 궁핍과 기다림의 시간이 노동과
정 이전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 시간은 ‘취업준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이 되었다. 물론 모두가 그 ‘취업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그 시간과 비용을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빈약한 소득으로 불안정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은 여전히 실업과 노동을 반복하다 종료되는 불안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는 ‘취업준비 기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전 생애시간의 재편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학업기간과 노동기간
사이에 취업준비 기간을 둔다는 것은 그 사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취업과 취업이
전으로 나누고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자신의 생애주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오늘날 ‘취
81) 미셀 푸코,

『생명관리장치의 탄생』, 오트르망 옮김, 2012, 난장,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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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간’의 달라진 풍경에 주목해보자. 취업준비라는 기간에 이미 상이한 격차와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취업준비자의 구조와 실태

① 취업의 경로들
대학생활은 이미 ‘학점’과 ‘스펙’으로 대체된지 오래다. 그럼 대학부터 우리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할까?
몇 년 전 빈부 격차가 심한 대구의 두 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직업을 비교하는 설문조사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82) 비교군인 A초등학교는 부자동네, 수성구에 있다. B학교는 대구의 변두리에 있다. 수성
구는 대구 고위직 공무원 50%이상, 대학원 졸업자의 50%이상이 몰려 사는 지역이다. B학교는 주변에 임
대아파트가 있는 가난한 동네에 있다. 복지 대상자 아이들이 많아서 복지 우선 투자 대상학교이다. 사교육
을 평균 3-4개 하고 방학이면 영어공부를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아이들과, 사교육을 1개하고 해외여행
은커녕 초등학교 이전 영어공부를 해본 학생이 전교생의 8%정도 밖에 안되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 직업은
다를 수밖에 없다. 능력있고 부자아빠를 둔 초등학생은 3-4개씩 다니는 학원의 목적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성적 잘 받고,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잖아요.” 이 아이들의 희망 직업 1위는 의사
이다. 전문직 및 고위공무원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47%에 이른다. 반면 가난한 B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다. 전문직이나 고위공무원을 희망하는 아이들도 15%밖에 안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초등학교 아이들이 UN사무총장과 로봇공학자, 외교관, 변호사, 경영컨설턴트, 자
동차디자이너, 대기업 CEO를 희망할 동안 B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단 한명도 이러한 직업군을 적어내지 않
았다. 대신 이 아이들은 제빵사, 요리사, 네일아티스트, 킥복싱선수, 동물조련사, 사육사, 태권도 사범을 희
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들은 A 초등학교 학생들 중 아무도 적어내지 않은 것들이다.
‘장래희망’에 대통령이나 과학자를 적어냈던 이전 시대와는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단지 아이들의 천진난
만한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의 선택 가능한 직업군이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UN 사
무총장을 꿈꾸며 3-4개의 학원을 뺑뺑이 도는 아이들의 현실과 네일아티스트를 꿈꾸는 아이들의 또 다른
현실은 마치 증강현실처럼 가상과 현실을 포개놓는다. 하나가 현실이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가상이 되
어야 하는 것처럼 공존하되 차별적으로만 공존할 수 있는 두 현실에서 ‘취업’의 의미가 단지 일자리를 얻
는다는 의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취업의 의미가 두 초등학생 집단들에게
82) 오마이뉴스, “장래희망은?”...대구 초등학교 설문조사 ‘경악’, 20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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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달리 의미화되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져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수는 대략 170만명(1,699,699
명)에 이른다. 이중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 학생은 119만 명, 특수목적고 학생은 6만7천 여명, 자
율고 학생은 13만 여명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한 특성화고 학생은 27만 명이다. 이 숫자대
로라면 27만 명은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진학을 위한 대입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이들이 그대로 대학과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 학생들 중 취업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특성화고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다. 이들을 취업률과 진학률로 따져 본다면 대학진학율을 68.9%이고, 취업률은 34.7%이
다.83) 하지만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30%가 모두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통계적 기만이다. 진학
과 취업의 사이, 보이지 않는 ‘백수’의 존재들이 있다. 이들은 취준생 혹은 재수생으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아예 통계에서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다른 한편 대략 대학 진학한 115만여 명과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한 58만여 명이 생각하는 ‘취
업’의 의미와 경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2014년 기준 대학생의 취업률은 57.5%였다.84) 이중에는 대학원 진
학과 결혼을 포함한 수치다. 오늘날 대학원 진학이 사실상 유예된 취업준비 기간임을 감안한다면 절반가
량이 취업에 성공하고 또 절반가량이 취업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취업문제를 ‘청년
문제’로 다루는 순간 대졸자들은 한국사회의 청년을 대표(represantation)한다. 한국사회에서 모든 취업, 실업
정책은 대졸자에 맞춰져 있다. 이들 대졸자들의 또 다른 이면에 학교바깥의 청소년들이 있다. 2016년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명으로 추산된다.85) 퇴학,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초중고생이 4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빈곤층 청소년이다. 이들 중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알바로 십대와 20대를 시작
해 생애주기별로 가난의 궤적을 형성하며 영구빈곤의 궤도(orbit)를 도는 삶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문제는 실업문제나 취업문제에도, 청년문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준’은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노동,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취업, 대학진학
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은 배제된다. 동시에 ‘취준’은 이러한 다층적이고 다양한 취업
을 둘러싼 경로들이 있다는 전제위에서 구성된다. 즉 이러한 계층적인 취업의 경로들은 왜 ‘취준’이라는
기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준다. 취준은 그 다양한 취업의 경로들을 통
해 거대하게 고여드는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의 일자리, 장시간노동이나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그에 걸

83) 진학률 및 취업률 산출방식(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인용.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100

·

84)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 취업통계편.
85) 국민일보, “학교밖 아이들 39만명 ...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 안했어요.””,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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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인격적 대우와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일자리들의 ‘바깥’에 자리한다. 그러니까 취준은 좀 더 낳은 일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것, 안정적인 직장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불안정함으로부터, 그리고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이상의 경쟁은 하고 싶지 않아요.”(면접자 A)

서울시 9급 사회복지 공무원이 목표인 A가 공시생이 된 이유다. A는 지금 하는 공부와 시험, 그리고 경
쟁이 생애 마지막 시험과 경쟁이 되길 원한다. A뿐만 아니라 그의 학교 친구들 역시 그렇게 생각한단다.
좀 더 나은 직장을 원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A는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경쟁에 지쳤다.
“학교 친구들도 치열하게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다닌다는 거요. 그건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뜻해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학점관리를 해야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어하지 않아요. 밤늦게 학원다니면서 직장에
들어간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쳐도 (회사) 들어가서 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하지 않는거 같아요.
비정규직으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거죠. 비정규직은 재개약을 위한 몸부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몸부림의 연속이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해요.”(면접자 A)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취준’은 공채제도를 통한 취업을 목표로 소모되는 비용, 기간, ‘노오력’ 일체와
‘취준’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전반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하는 취준을 대상으
로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취준’을 표상하는 전형성 때문이다. 전형적인 모델로서 공시생들은 전체 취업준
비자들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취준이라는 기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된 사회적 원인과 집단적인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② 취준, 노력의 공정함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격증 학원에 다니거나 고시 공부를 하는 경우, 혹
은 그렇지 않더라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를 취업준비생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취
업준비생은 7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취업준비생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이다. 다시말해 2003년은 ‘취업준비생’이라
는 인구집단이 통계적으로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2003년 ‘취업준비생’으로 네이버에 등록된 뉴스검색 수
는 256건이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23,235건으로 급증했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뉴스검색 수는 1
만 3천 건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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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취업준비생의 수 추이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후 첫 취업까지 11.6개월이 걸렸다. 작
년보다 0.4개월 늘어난 기간으로 보통 1년 여간은 백수 혹은 취업준비자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이 조사는 15세부터 34세 사이를 청년층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를 통해 직장을 얻는 경우 37.8%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고졸 이하가 선택하게 되는
취업의 경로다. 대졸이상의 경우 공개채용시험(26.5%)가 가장 높다. 이중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
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71만 명을 넘어섰다.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이 36.9%로 일반기업
체 지원(20.6%)보다 많다. 청년 취업준비생의 36.9%가 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는 20만 3천명이 몰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4,953명을 뽑는 국가직 9
급 시험에 202,978명이 지원해 평균 4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86) 지방직 9급 공채의 경우 860명을 뽑는
데 4만 4천 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1.8%이었다.
2008년발 금융위기 이후 취업준비자들이 급증했고, 이러한 증가를 견인한 것이 공시생들이다. 공무원 준
비에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에 입사하는데 공정한 시스템을 통과한다는 것 때
문이다.

“저는 (기업입사를 위한 취업준비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취업준비하는 게 질렸던 거 같아요.
ㅇㅇ회사에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면접까지 갔다. 이정도면 합격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공지 떳을 때 절대 안 될 거 같은 사람이 되더라. 스펙, 서류, 인상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겠더라.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기소개서에 가정환경은 대체 무슨 상관이지.
면접에서 2-3개 질문을 받았는데 뭘 기준으로 뽑았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역으로 (취준생들의)

86) 법률저널, ‘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20만 3천여명 지원...평균 경쟁률 41대1’,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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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출발점이 공정한 선에서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은 객관적인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뽑고, 면접으로 사람을 크게 가르지 않는 것 같다.”(면접자 B)

공무원 생활의 안정성과 공채시험의 공정성은 면접자 모두가 지적하는 바이다. 공채 시험의 공정성은
면접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합격여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화된 시험점수가 공정성의 준거가 된
다. 물론 공채시험이 과연 합리적인지, 시험과목과 업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다.
장강명은 <당선, 합격, 계급>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공채제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다름과 같이 제시한다.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획일적으로 시험을 치러 점수를 기준으로 뽑는 게 차라리 낫다고 여긴다. 이런
분위기가 공채제도를 유지하는 큰 힘이기도 하다.87)

장강명에 따르면 공채제도는 고도성장기 한국 기업에 적합한 인재 선발 방식이었다. “공채에도 장점이
많다. 우선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에 선발할 수 있다. 스페셜리스트를 찾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괜찮
은 제너럴리스트를 추리는 데에는 무척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삼성
물산공사가 대졸 공채라는 신제도를 도입한 목적도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뽑기
위해’서였다.”88) 그러니까 공채제도를 둘러싼 공정성의 신화를 보기 위해서는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각
종 특혜와 채용비리가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채제도는 인맥
이 없어도 개인의 노력만 있으면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인 셈이다.

“시험과목과 업무관련성은 거의 없죠. 다만 시험은 얼만큼 노력했는가. 성실성을 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에 대한 지표죠.”(면접자 C)

공채시험이 공정한 이유는 ‘개인의 온전한 노력’이 시험점수로 나타나고,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된다
는 것에 있다. 이는 공채시험을 둘러싼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 공채제도는 1957년 삼성물산공사가 처음 도
입했다. 기업의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던 고도성장기에 정부와 기업은 효율적인 채용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공채제도는 여전히 대체불가능한
강력한 채용제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업의 필요보다는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의 선

『

』

87) 장강명, 당선, 합격, 계급 , 민음사, 2018, 235쪽.
88) 위의 책,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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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때문이다. 공채제도가 기업에서 정부의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공채제도를 둘러싼 공정성의 프레임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함’의 절대적인 기
준이 개인의 노력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격화된 경쟁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치환되는 강력한 기제가 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부정당하는 편법
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윗세대들 역시 자신과 같은 노력을 통해 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함은 오로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자부심인 것이
다.

“선배들과의 관계는 위화감이 있어요. 우리는 워낙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선배들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면접자 C)
“선배들은 지나가다가 그냥 지원해서 들어온 케이스가 많아요.”(면접자 B)
“자부심이 있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우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상대적으로 자부심을 없애고 있죠.”(면접자 D)
“시험 준비기간 동안 이리저리 아는 지인들을 통해 취업 제의도 들어왔었다. 다 거절했다.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접자 E)

공공부문의 채용이 면접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공정할까? 2017년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
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1190개 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275곳 가운데 257곳이
채용비리에 연구됐다. 비리에 엮이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다.89)
면접자들은 이러한 공공부문 채용의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중
요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한 비리가 만연한다고 해서 공채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는 듯이 보
였다. 오히려 시험제도의 ‘공정함이라는 상상’은 사회적으로 채용비리가 만연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재생산
된다.

(3) 취준, 자발적 감금의 정치학
취업준비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 그리고 이 시간에 취업준비자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생활하게 되는가? 다시 말해 이 기간의 경험이 취업준비자들이 믿는 공정성의 상상을 어떻게 강렬하

89) 경향신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2018.1.29.

- 72 -

게 생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7, 9급 공무원 합격생의 평균 준비기간은 2년 2개월이다. 5급(행정고시)의 경우 평등 6년 정도가 소요된
다.90) 이들은 보통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거나 노량진이나 신림동에 밀집되어 있는 취업학원과 고시촌에서
공부하고 생활한다. 대학교에서 마련된 고시반과 특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자들의 경우 이 기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자발적 감금’ 상
태로 자신을 사회와 격리시킨다. 고시촌으로 들어가 학원과 고시원을 오가는 극도의 단조로운 생활을 영
위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도 취업준비자들은 어느 정도 시험준비 이전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모든 고유성
들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한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을 개인이게 만드는 모든 독특성들을
소거하는 것이다.
미시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수용소>에서 ‘총체적 기관 total institution’ 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총체
적 기관이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수의 개인이 상당기간 동안 바깥 사회와 단절된 채 거주하고 일을 하
는 장소라고 정의될 수 있다.”91) 총체적 기관 속의 개인들은 외부와 단절된 공통의 일과를 보낸다. 가령
교도소가 총체적 기관의 확실한 예다. 고프만은 사회적으로 현존하는 총체적 기관을 다섯 개의 집합으로
나눈다. 첫째, 무능하고 무해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기관들. 고아원이나 극빈자들을 위한 수용시
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무능하지만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설들. 나병 요양소나 정
신병원 등. 셋째. 의도적으로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시설들. 교도소가 대표적이다. 넷째.
수도원 같은 세상과 동떨어진 은둔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직업적 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된, 오로지 도구적 관점에서 그 기능을 정당화하는 기관들이 있다. 군대 막사, 선박, 기숙학교, 노동수용소
등이 있다. 이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자발적 입소가 가능한 시설들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의 모델을 염
두에 두면서 고프만이 제시한 총체적 기관이 주체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프만의 분석에서 인상적인 것은 첫째. 자발적 입소를 포함해 재소자들에게서 일종의 역할박탈이 발생
한다. 둘째. 총체적 기관은 고유한 문화를 구축하지 않고 “탈문화disculturation”라는 사태를 유지한다. 셋째.
총체적 기관에는 자아를 손상시키고 오염시키는 간접적이고 모욕의 원천들이 미시적으로 작동한다.
이 세 가지 지점을 바탕으로 취업준비 기간을 ‘자발적 감금’의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이 기간에
취업준비자들의 자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의 원제인 어사일럼asylum은 “사회에서 문제적 존재로 추방된 혹은 적합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비시민들의 수용 공간”92)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춰본다면 취업준비자들의 자발적으로 선택한 시간성과 장
90) 법률저널, ‘5급 공채, 평균적인 수험기간은 6년?’, 2016.5.20.
91) 어빙 고프만, 수용소 , 심보선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8, 11쪽.
92) 앞의 책 450쪽. 심보선, ‘옮긴이의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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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추방시켜 비시민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칫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규정으로 취준의 고립과 절망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은 이글의 목표가 아니다. 고프만은 정신병원을 중심으
로 해서 총체적 기관 전반의 이론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수용시설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요소들이 총체적 기관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11) 다만 총체적 기관
들이 그러한 속성들을 강렬한 양상으로 드러낼 뿐이다. 그렇다면 총체적 기관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들은 시설들의 장벽을 넘어 사회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자유로운 바깥 세계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 아
닐까?”(365)라는 고프만의 질문은 사실상 고프만이 이 어사일럼들을 분석하고 이론화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역할박탈
우선 ‘역할박탈’의 차원이 취업준비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취업준비자들의 경우 완벽하게 감금된 상태는 아니다. 스파르타식 학원에 입소(?)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완전하게 사회와 격리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자들은 스스로 사회와 단절한다. 마
치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감금상태로 놓는 것이다.

“(취준기간 동안 생긴 새로운 습관은) 혼자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밥은 잘
됐나? 하면서. ‘나혼자산다’처럼요.(웃음)”(면접자 B, 취준 2년차)
“고시촌에서 학원 다닐 때도 있었고, 집에서 다니며 공부할 때도 있었다. 집에서 공부할 때가 고시촌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었다.”(면접자 E, 취준 5년차)
“고시촌은 혼자서만 생활해야 한다. 독서실을 가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고, 스터디를 대호 친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인간관계가 외롭다. 하루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하고 지낸다. 음료수 살 때 말고는
사람과 대화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날이 많았다.”(면접자 F, 취준 6년차)

고립에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다.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몇 개의 언어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역설적인데,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는다. 친구들의 모임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 세계와는 다른 편에 와있다.
이들은 시험에 필요한 언어로 공적언어만을 남겨두고 개별적인 관계를 구성했던 언어들은 다 상실한 것처
럼 행동했다. 이러한 고립은 “역할박탈”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총체적 기관이 재소자와 바깥 세계 사이에 세우는 장벽은 자아의 축소를 제일먼저 드러내는 장소이다.
시민적 생활에서 개인적 역할들은 순차적으로 짜인다. 이로 인해 생애 주기와 반복적 일상 모두에서 한
역할은 다른 역할 속의 자아 수행과 유대관계를 방해하지 않는다. 반면 총체적 기관에 소속되면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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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짜임은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재소자와 바깥 세계의 분리는 스물네 시간 내내 지속되며,
심지어는 수년간 이어진다. 따라서 역할 박탈이 발생한다. ...이는 재소자를 과거의 역할과 깊이
단절시키고 현재의 역할 박탈을 수용하게 만든다. (29)

역할 박탈의 과정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2년 2개월 혹은 평균 6년간
이루어지는 지속성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떤 위치 혹은 부여된 역할을
중단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발적 입소의 경우 중에 사관학교 후보생의 사례는 주
목할 만하다.

단시간 내에 과거와 확실히 단절해야 한다....이러한 고립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의 이질적
집합이 아닌 통일된 훈련생 집단이 만들어 진다. (29)

그러니까 역할 박탈은 사회 속에서 구성된 고유한 개인성의 박탈이다. 이를 통해 가장 추상적인 사회적
범주인 인간으로 자신을 환원하는 과정이다. 취업준비자들이 느끼는 공정함은 그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가정환경을 가졌던 간에 그러한 토대들이 무시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
한다. 외롭고 힘든 과정이지만 동시에 자신과 유사한, 추상적인 집단 속에 놓여진다는 경험은 어떤 균질적
인 시작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균질성은 두 가지 조건으로 유지되는데, 하나는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비대칭적인 정보의 흐
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암묵적으로 취업준비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대화나 정보가 암묵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관계를 맺지만 비대칭적이거나 완전한 거리감을 유지한 관
계는 취업준비기간 동안 특정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즉 “공식적 접촉은 있지만 상호 침투
가 거의 없는”(22) 관계의 비관계성은 시험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따라서만 형성되며, 딱 그 지
점에서 멈춘다.
중요한 것은 취업준비자들 간의 강렬한 경쟁심 때문에 거리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심은 무엇
보다 적대적인 상호 침투의 과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취준의 경우는 경쟁심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
을 추상적인 ‘인간’ 집단으로 환원하면서 발생하는 무관계성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역할박탈은 몇 년간 지속되는 것이기는 해도 생애주기에서 일시적인 것이며, 다시 사회 세
계 혹은 취업준비자들이 자신의 생활세계로 돌아오면 어떤 역할들은 복원될 수 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
라던가 소원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어떤 역할은 복원이 불가능하고 영
원히 상실될 수도 있다.

다른 종류의 상실들은 돌이킬 수 없으며 그 상실은 고통스럽게 경험될지도 모른다. 교육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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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자기계발에, 결혼 생활에, 또는 육아에 사용되어야 했을 현재의 잃어버린 시간을 생애주기
후반부에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구적인 역할 박탈은 법적으로 보면 “시민권 상실civil
death”이라는 개념에 상응한다.(30)

20대의 몇 년을 취업준비기간으로 다 써버린 다는 것은 전체 생애의 고작 몇 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몇 년만 더 고생하자.”면서 생애의 어느 국면에서 향유해야할 권리나 경험을 유보하는 경우들이 있
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치명적인 상흔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20대 추억이) 없다. 공부했던 것밖에 없다. 20대 초반의 나는 전혀 기억이 없다. 너무 아깝다.
결과적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아깝다. 남들 다하는 교환학생이나 여행도 안가봤다.
국내여행도 안가봤고, 내일로 같은 거도 못타봤다. 사람들이 얘기하는거 보면 부럽다.(면접자 E)

위의 면접자는 2012년부터 5년간 5급시험을 준비했고, 최종 합격했다. 28살, 군대도 미룬 채 공부한 결과
다. 하지만 면접자의 대학 친구들은 없다. 그나마 학교 고시반에서 만난 동료들이 전부다. 과 친구나 동아
리 친구도 없다. 1학년 때 사귄 여자친구도 시험준비를 하면서 헤어졌다. 아니 헤어지게 되었다. 면접자 E
는 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매일 학교 고시반에 간다. 아직 발령을 받지 않았기도 하고. 또 딱히 갈 곳도, 만
날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의 20대는 그렇게 텅 비어 있다.
더 심각한 사례는 시험의 실패가 갖는 트라우마다. 실패했다는 경험은 젊었을 때 하는 낭만적인 경험이
아니다. 스스로를 모든 역할로부터 박탈시킨 채 선택한 고립은 시험의 실패와 더불어 심리적 상흔이 되기
도 한다. 면접자 A는 취준기간 동안 시험에서 떨어지고 자살충동을 느꼈다. 1차, 2차 시험까지 붙고 면접
에서 탈락했다. 7명중 5명이 최종합격하고 2명이 떨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면접자였다. 2주 동안 만취상태
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육교 아래 8차선 도로를 내려다 보다가 ‘저기 뛰어내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공기업에 취직했고 취직해서 4년이 흘렀지만 실패의 상처는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아직 회복중이다. 상실이 컸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취업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좌절된 채 남아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거 같다. 루저가 된 느낌. 지금
직장으로만 보면 원래 선택했던 곳 보다는 훨씬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것.
그게 크다. 그냥 불쑥불쑥 나온다. 자다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실감이 나온다.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울 때가 있다. 만약 다시 그 시험을 쳐서 이번에는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감, 상처는
없어지지 않을 거 같다.”(면접자 F)

취업준비 기간의 자실충동이나 우울증 등 실패에 대한 압박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해결되
는 것도 아니다. 삶의 어떤 시간을 특정 공간에 격리시켜놓은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는다. 시민권 상실의
경험은 취업준비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흔은 취준인93)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취준이라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함이라는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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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강화되며, 또 전도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과 불안은 공
채제도의 공정함을 본래 그것이 함의하는 것 이상으로 과잉 상상한다. 자발적 감금을 수년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자발성을 포함한다. 때때로 문학 작가들
이나 예술가들이 작품을 위해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다.

② 탈문화와 시간의 안락사
취준인들이 취업준비를 하기전까지 당연시해온 생활양식과 규칙적인 활동들이 있다. 이들의 사소한 생
활습관이나 생활의 패턴들은 공적이건 사적이건 그들이 속해왔던 더 넓은 시민적 환경의 일부였을 것이
다.
고프만이 말하는 총체적 기관에는 기존의 문화를 대체하는 자체의 고유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이한 정의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령 노량진은 대형 입시, 취업준비 학원들이 밀집한
장소를 넘어 ‘고시촌’으로 불리듯이 매우 독특한 거리의 풍경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노량
진 고시촌의 하루 일과와 그들이 즐겨먹는 음식들,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
고 있다. 2016년은 노량진 고시촌을 다룬 드라마 ‘혼술남녀’가 방영되었으며, 2014년에는 당시 김무성 새누
리당 의원이 노량진 고시촌에 방문해 ‘컵밥 포장마차’에서 컵밥을 먹었다는 민생행보도 보도되었다.94) 대
림동 조선족 거리의 양꼬치나 이태원의 루프탑처럼 노량진의 취준인들은 한국사회 속 이질적인 문화를 상
징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고시촌에서의 잠정적이지만 독특한 문화란 해외 유학생활에서의 문화적 적응
보다는 재소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행동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일종의
“탈문화disculturation”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는 취준 기간 이전에 향유했던 문화와 취준 시간 사
이의 특정한 종류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기의 성패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
다.
고프만은 “재소자가 “안”이나 “바깥”에 있다는 것의 완전한 의미는 “나간다” 혹은 “출소한다”라는 사실
이 그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와 무관할 수 없다.”95)고 말하는데, 이에 비추어 본다면 취준기간 안에 있
다는 것은 늘 취준 바깥을 전제하는 시간이자, 취준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도,
93) 이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취준생’이라는 표현대신 ‘취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취준생은 ‘취준’의
시기를 미숙한, 아직 성인이 아닌 나이에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전제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취준이라는 시기를 생애주기상 노동시간에 앞선 준비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의미는 이미 신자유주의
에서 ‘취준’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것과 동시에 파탄났다.
94) 연합뉴스, ‘노량진 고시촌 찾은 김무성 의원’, 2014.7.3.
95) 고프만, 앞의 책,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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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될 수도 없는 시간이다.
물론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입소’가 입소 후의 사회적 지위의 사전취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엘리트 기숙학교나 장교 훈련 학교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은 자신의 ‘입소’ 기간의 관계와
문화를 입소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군대 중 특히 해병대
전우회 같은 모임도 유사하다. 이들의 경우는 ‘입소’의 경험이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을 형성한다.
하지만 취준의 경우 ‘고시 낭인’ 혹은 ‘노량진 낭인’(이전에는 ‘신림동 낭인’)으로 불리듯이 취준은 하나의
낙인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지만 남들보다 길어질수록,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수록
바깥 사회의 변화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하는 ‘탈숙련’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탈문화’의 고유한 특징
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공채 합격자의 기수 모임을 꾸려나가는 문화는 있어도, 함께 취준의 시간을 지냈다는
이유로 기수모임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입사동기’ 모임 혹은 기수 모임은 한국사회에 대규모 공채제도가
낳은 문화적 산물이자, 학연·지연과 함께 고학력 엘리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주요한 형식이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취준 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위해서는 취준의 바깥, ‘합격’ 혹은 ‘취업’의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의미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취준의 시간은 어떤 의미화도 불가능한
시간, “시간의 안락사”96)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97)

③ 모욕감의 원천들
모욕은 타인이 나에게, 혹은 내가 타인에게 경멸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신체적이
고 물리적인 폭력은 단지 신체적 고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들의 자율성을 박
탈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 작동을 개시한다. 그런데 지배적인 권력은 일상의 영역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의
맨얼굴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알튀세르는 억압적 국가장치와는 별도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개념화
함으로써 복종적인 주체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했으며, 푸코 역시 <감시와 처벌>에서 판옵티콘의 비대칭적
시선을 통한 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며 ‘순종적이고 유용한 신체들’로 주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
런데 푸코에게서 주체화는 신체를 통해 내면화되고 습득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분석이 비어있다. 반면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를 “그들의 실재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의 표상”98)으로 정의한다. 이데
96) 고프만, 앞의 책, 92쪽.
97) 고프만 위의 책, “정신병원이 원칙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사실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덕목 하나
가 있다. 병원은 재소자들은 일종의 추방상태에서 삶의 3-4년을 포기 했지만, 사실 자신들은 회복을 위해 바삐 지냈으
며, 더욱이 치료가 되면, 회복을 위해 보낸 시간이 합리적으로 수지맞는 투자였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총체적 기관에서 시간은 죽어서 무겁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91-92쪽)
98) 루이 알튀세르, 이종영 옮김, 맑스를 위하여 , 백의, 1997, 107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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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 안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실재조건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러한 조건과 맺고
있는 ‘관계’를 표상한다. 이 관계는 항상 상상적인 관계라고 알튀세르는 말한다. 이는 결국 개인들이 자신
의 실재 조건을 어떻게 체험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때 이 체험은 정서 혹은 감정의 수준에서 작동한다.99)
하지만 알튀세르 역시 이데올로기와 정서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프만이 설명하는 ‘모욕감’에 대해 살펴보자. 수용소를 분석하기 때문에 신체
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해 다양한 통제기제와 규율화 장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되지만, 내가
관심있는 것은 직접적인 모욕을 가하지 않더라도 느끼게 되는 ‘모욕감’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이 때 모욕
감은

주체의

능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역할박탈’

혹은

‘권한박탈’

상태에서

느끼는

무력화

(disempowerment)에 가깝다.
행위의 자율성 자체가 침해당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행위자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자기결
정권, 자율권, 그리고 자유의 목록들이 중단되거나 훼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 혹은 능력의
상징들을 보유할 수 없을 때, 개인들은 “연령-등급 체계에서 자신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강등되었다”100)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단적으로 ‘취준생’이라는 호명은 연령과 등급의 체계가 성인의 지위가 아님을 보여준
다.
그런데 이런 무력화에 따른 모욕감은 심리적 안도와 불안이라는 이중적인 상태에서 개인을 진동하게
한다.

“자아 모욕이나 제한은 개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세계를 혐오하거나
그 세계에서 죄의식에 젖은 사람에게 모욕은 오히려 심리적 안도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아 공격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자아의 영역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불면, 불충분한 음식,
의사 결정의 지연-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극심한 불안, 혹은 영화나 책과 같은 허구물의 결핍
또한 자아 경계의 침범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극심한 불안, 혹은 영화나 책과
같은 허구물의 결핍 또한 자아 경계의 침범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101)

심리적 안도와 불안의 이중적인 진동은 자발적 감금으로서 취준의 상태의 반半고립성에 따른 효과다.
취준인들은 바깥 세계와 스스로를 분리시킴으로써 취준 기간의 문화적 현실성102)을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는 고립화까지 가지는 않는다.103)
99)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과 정동이론 사이의 쟁점에 대해서는 정정훈, ‘이데올로기와 어펙트, 혹은 ‘인간학적 조건’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문화과학 90호 참조.
100) 고프만, 앞의 책, 64쪽.
101) 고프만, 위의 책, 69쪽.
102) 문화적 현실성이 있다고 해서 취준 이전의 고유한 개인성을 구성하던 문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이들의 문화적 현실성은 ‘탈문화’의 특성을 갖는다.
103) 고프만이 분석하는 수용소의 이러한 정의는 아감벤의 수용시설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아감벤의 수용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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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도는 무력화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되며,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는 지속시간의 체험은 현재의 불안을 삶에 대한 공포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험 떨어졌을 때 기분은) 무기력하다. 처음 1차 시험 떨어졌을 때 2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2문제 차이니까 다음에는 붙겠지 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시험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생각된다. ‘또 떨어졌네’하는 생각.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화도 안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들고, 일종의 루틴이 되는 거 같다. 이게 계속되면 고시낭인이 되는거다. 이
시험제도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면접자 E)

5급 공채시험을 5년간 준비했던 면접자는 무기력함이 어떻게 취준을 지속하는 메커니즘이 되는지 잘
보여준다. 면접자는 이러한 무기력함이 패배감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취준생활의 폐쇄성에 따
른 것이자, 취준이 작동하게 되는 고유한 원리이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두려워져요. 일종의 방어기재죠. (취준) 이것만 계속해왔고, 이것 밖에 몰라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고시생활은 폐쇄적이에요. 진짜 자기 주변밖에
몰라요....학원 강사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특강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해요. 그만 두는 것도 용기라고.
저도 5년 동안 버티고 계속한 것은 그만두는 게 무서워서 였어요. 그만두면 패배자가 되는 느낌. 그게
무서워서 계속했죠. (면접자 E)

모욕감의 핵심은 타자가 나에게 경멸이나 비하하는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비하와 무력화에 따
른 역할박탈 혹은 자아축소의 상태다. 직접적인 폭력의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며, 그럴 때에만이 우리는 구조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는 모욕감의 원천
들에 접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폭력은 가시적이거나 물리적인 만큼 비가시적이며 규범의 차원에서 작
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욕감을 구성하는 심리적 안도와 불안은 영원토록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불안정하지만 유지되는 준안정적인 상태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시험 결과가 이미 무력화된 상태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살을 야기하기도 한다.

(4) 공정 이데올로기와 과로의 변증법
고유한 개인성의 박탈로서 역할박탈, 시간의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탈문화의 공백, 모욕감으로 인한 잠
정적 무력화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노예상태를 떠올리게 한다.104) 하지만 취준기간에서의 역할박
탈, 탈문화, 무력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바깥 세계와 스스로를
관한 논의로는 <호모 사케르> 참고.
104) 고프만, 앞의 책, 24쪽. “어떤 총체적 기관들에서는 일종의 노예제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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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킴으로써 ‘취준’이라는 내부 세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둬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 세계
와 완전히 단절되는 식민화 혹은 노예화까지 가지는 않는다. 거꾸로 말해 취준이라는 자발적 감금의 상태
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깥 세계로 ‘나간다’ 혹은 ‘출소한다’는 전제가 늘 깔려있어야 하며, 이런 한에서
취준의 단절적 시공간에 대해 자발성이 갖는 최대한의 능동성을 부여해 줄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 ‘공정’은 앞서서 서술했다시피 고유한 개인성을 박탈하는 역할 박탈의 과정을
상실이 아니라 모두가 균질적인 시작을 상상하게 해준다.
‘공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려면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취준과 공채제도 만큼은
공정하다는 인식이 동시에 성립되어야 한다. 즉 공정하지 않은 사회의 울퉁불퉁한 단면에서 공채제도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는 ‘취준’의 기간은 텅빈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울퉁불퉁한 단면을 매끄럽게 메워주
는 평면인 것이다.
실상 9급 공무원 시험과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출발점에서 부모의 재정적 뒷받침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 되며, 넓게는 ‘취준’이라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역시 한국사회의 다양한 취업
의 경로들에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택이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취준기간을 강력하게 지탱해주는 공정
이데올로기는 취준을 둘러싼 울퉁불퉁한 불평등의 장소들을 삭제하고, 취준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함을 선택한다. 그런 점에서 이는 ‘각자도생’의 고독한 투쟁법이자, 취준의 바깥과 자신을 가
르는 매우 배타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이 때의 공정은 노력의 다름 아닌데, 이 노력이란 불안정노동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노력 일반
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공채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스스로를 자발적 감금상태로, 역할박탈의 상태로 퇴행시
킬 모험이자 전략을 전제한다. 이들에게 불안정한 시대를 가르는 분할이란 안정과 불안정이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로의 도약에는 일정한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
이 ‘노력’의 본질이다. 따라서 이 ‘노력’의 바깥에는 이러한 모험을 선택하지 않은 다수가 존재한다. 시대를
잘 만나 손쉽게 취업한 선배세대와 비정규직은 모두 ‘노력하지 않은 자들’인 셈이다. 취준의 과정을 통과
하고 공채에 합격해 입사한 이들에게 선배세대나 비정규직은 모두 노력하지 않은 자들이며, 이들이 내거
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배들과의 관계는 위화감이 있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가 있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워낙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선배들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나는 정규직이라고 해서 자부심이 없다. 다만 노력했다는 점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우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상대적인 자부심을
없애고 있다. (면접자 E)

취업준비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정 혹은 노력의 핵심에는 공채시험이라는 선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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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까? ‘공정하지 않다’는 말의 이면에는 ‘나처럼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가 핵심인데, 이때 타인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이 공채시험을 목표로 한 취준기간을 선택했느냐 여
부만이 나와 타인들의 노력들을 가를 수 있는 변별점으로 남는다. 이런 점에서 취업준비자들의 ‘선택’은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식의 자신의 운명을 건 ‘결단’과 유사하다. 즉
“자신의 선택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수행하는 것, 즉 고유한 자기로부터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을 향해 결단하는 것”105)을 의미한다. 결단은 결단을 감행하는 주체를 전제한다. 즉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로, 익명의 대중들 속에 하나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주체. 하지만 이러한 주체는 이데올로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부르거나 주체로서 개인에게 질문한다....그로 인해 결국 개인은 언제나-이미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로서
질문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106) 다시 말해 결단에 가까운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이 실상 ‘강제된 선
택’107)에 불과하다. “취준생이 될 것인가, 비정규직이 될 것인가.” 하지만 ‘선택’이라는 형식성은 이미 사전
에 결정된 강제된 결정을 ‘개인’이 내린 자율적 결정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오직 사후적으로
만 자율적인 주체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선택 이후에 선택에 따른 효과로 주체화가 이루어지지만 주
체는 이미 자율적 주체로서 선택에 앞서 존재하는 것인 양 회고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율적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취업준비자들에게는 이러한 (강제적이지만 자발적으로 사후에 구성된) ‘선택’의 주체화가 강력하
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업준비 이후 공채시험에 ‘합격’해 입사한 경우는 더더욱 자신의 선택
이 곧 노력과 공정함의 지표로 투사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공채시험을 거쳐 입
사한 자들에게 공공부문의 만연한 채용비리나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따위가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은 이들
의 주체화가 이러한 선택의 효과로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선택이 실패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취준생의 자살이다. 이들의
자살은 곧 시험의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017년 언론에서 보도된 취업준비자의 자살 사례>

- 2017년 6월 1일 유명 사립대 출신 30대 취준생(A씨)이 자취방에서 숨진 뒤 닷새 만에 발견되었
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 A씨의 부모는 “아들이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하자 광장한 심적 부담을 느꼈

105)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2013, 세창미디어. 참조.

106)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레닌과 철학』, 백의, 180쪽.
107) ‘강제된 선택’은 라깡의 개념이다. 이것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주체와의 관계는 최원, 『라깡 또는
알튀세르』, 247-2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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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우리도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2017년 3월 경찰 순경채용 필기시험 결과발표를 앞두고 30대 공시생이 가방 속에 스스로 채점
한 필기시험지와 유서를 남긴 채 야산에서 자살. 유서에는 “부모님께 죄송하고 더는 버틸 힘이 없다.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시험을 쳤다”는 취지의 자필유서 5장 발견.
- 2017년 3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20대가 어머니와 함께 귀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살.
2017년은 국가공무원 9급 공개 시험에 17만 2천명이 응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5:1의 경쟁률.

취준생의 자살은 이들의 선택이 ‘강제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택의 효과로서
주체화에 실패한다는 것은 곧 ‘역할박탈’ 상태로 스스로를 감금해 둔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해
짐을 의미한다. 시민권 상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권 획득의 방법, 즉 ‘출소하다’ 혹은 ‘나가다’와 같
은 취준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취준상태에서 나가는 방법은 ‘공채시험 합격을 통한 입사’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시 취준 이전의 상태로 개인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선택’의 주체화의 효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시 취업전쟁에 뛰어들거나 아
니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실패이다. 자살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매우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내면화한 주체에게 입사 이후의 노동과정이란 무엇
일까? 이미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의 승자로서 자신을 규정한 존재에게 과로는 과잉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입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의 입증이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그래서 푸
코식의 ‘자기계발의 주체’로서 개인을 능동적인 주체로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취업준비자들에게 채용‘시험’이란, 마치 최종적 해결책인 듯 보인다. 더 이상의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한
경쟁, 불안정하지 않기 위한 극단적 불안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이자,
경쟁이며, 감금이야’라는 듯이 모든 것에 대한 노력과 성취의 에너지를 취준의 빈 공백속에 집어넣는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의 노력은 늘 미래를 삭제한 현재를 가리킨다. 취업성공자들은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생
존자로 살아남은 자들이다. 이들에게 스스로를 가두었던 ‘취준’은 ‘노동’을 수용소의 바깥이 아니라 또 다
른 수용소 생활로 반복하게 만드는 원 경험이 되는 것 같다. 고프만에 따르면 수용소 안의 삶이란 시간이
멈춘 곳, 능력과 권리가 박탈당한 곳이다. 그래서 정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가장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과로의 질을 분할한다. 나와 너의 노력은 다르고, 나와 너의 노동은 다르므로, 나와 너의 과로는
다르다고. 뱡향은 두 가지다. 취준의 경험이 현 시대가 부과하는 과로를 더욱더 내면화하고 순응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과로를 특권화시켜-자신의 노력을 특권화했듯이-특정한 과로만을 해결하려고 요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의 경우 모두 노동의 정치가 침묵하는 지점에서 열린 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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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노동시간은 과연 얼마인가? 우편집배노동자 사례108)

(1)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우정사업본부
(2) 일상화된 ‘겸배’
(3) 실노동시간을 둘러싼 온도 차
(4) 몇 가지 대안들

(1)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살인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과로로 추정되는 돌연사 및 자살이 2017년도
한 해에만 16건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이 연이은 죽음의 원인이라 말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위험한 수준이다. 우편집배노동을 다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사건의 반복성 그 자
체에 있다.
물론 잇단 사망사고를 예외적인 상황들이 우연하게 겹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벼락을 맞
는 일처럼 우연에 가까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벼락 맞을 장소에 자주 반복 노출된다면(구체적인 상황), 그
노출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면 벼락 맞을 우연은 일어나
지 않기 때문이다. 벼락 맞는 일이 우연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정 장소에서의’ 확률은 필연적 사건인 것
이다. 반복된 죽음 자체는 그 조직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징표다.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
에 구조적 문제들이 놓여 있음을 의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표 7-1> 2017 우편집배노동자 사망자 현황
사망자

우체국

직종

사고일

강원
1 김00
(34) 화천하남 집배원 1.18
위탁
2 안00
(54) 파주 택배원 1.31
충청
3 조00
(45) 아산영인 집배원 2.6
4 김00
(26) 경기가평 집배원 2.28
5 김00
(32) 전남 나주 집배원 3.7

사고 경위

- 설날 소통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
하며 이륜차를 추돌해 사망
- 배달 중 쓰러짐. 심근경색으로 사망
- 일요일에도 출근해 밤 11시까지 우편물
분류 작업을 했고 잠을 자다 원룸에서
사망
- 회식 후 본인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운
뒤 자살
- 근무지 내 폐가에서 목 맨 채 자살

사망 원인

교통사고
심근경색
심근경색
자살
자살

108) 본 장은 집필자가 참여한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방향 연구>(사
회공공연구원, 2018) 우편집배노동자 파트를 수정・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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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업무에 대한 힘듦을 토로하는 일기장 자살
6 박00
(44) 보령웅천 계리원 3.29 등을 남기고 자살
7 김00
자살
(55) 부평 집배원 3.30 -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자살
심근경색
8 곽00
충청아산
집배원
4.25
화요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급성심장
(47)
사
대전
- 오전 9시 50분 경 우체국 내에서 갑자 심정지
9 신00
유성봉명
(50) 동 계리원 4.26 기 쓰러진 뒤 심정지로 사망
-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편에 오는 트
10 김00
대구성서
집배원
5.22
럭과 충돌. 동료의 구역을 겸배가던 중 교통사고
(40)
발생한 사고
- 당일 ‘출장’ 상태로 우체국에 출근할 필
용00
집배원
없었지만, 오전 6시 출근 뒤 우편
11 (57) 경기가평 (집배실장) 6.8 요가
물 분류 작업을 하다가 휴게실에서 쓰 뇌출혈
러진 채 발견
- 오전 11시 우체국 앞에서 분신시도. 이 자살
12 원00
(47) 경기안양 집배원 7.6 틀 후 사망
13 김00
교통사고
(44) 서울동작 우편원 8.25 - 저녁 7시 즈음 교통사고
집배원
14 강00
자살
(27) 서울구로 (비정규직) 8.27 - 자택에서 자살
- 자택에서 유서 남긴 채 번개탄 피워 자 자살
15 이00
(55) 서광주 집배원 9.5 살
- 귀국 중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 의식 교통사고
16 김00
(55) 대전 집배원 10.31 불명 후 사망
자료: 김재천(2017: 100-101).

우편집배노동을 다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실재 노동시간에 대한
인식 격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우편집배노동자는 현재의 노동시간이 연이은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일 정도로 살인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8.7시간으로109) 문제로 지
적되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인력 운영의 불균형, 혁신도시 및 신도시의 세대・인구수 증가라고 본다.
실재 노동시간에 대한 온도 차이만큼이나 그 해법에도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의
재배치, 우체국간 업무량 불균형을 평준화(과부하 관서 집배원 업무도 경감), 초소형 전기차 보급 및 드론
배송을 통한 물류 혁신 등의 배달 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내놓은 주52시간 이내로의 단축 해법
도 인력 배치 및 물류의 효율화를 전제로 하기는 마찬가지다.110)
109) 전체 집배원 16,000여 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8.7시간이며, 이 가운데 7,300여 명(46%)은 주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밝히고 있고 (어느 정도 초과하는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신도시 개
발지역 등 세대․인구수가 급증하는 지역이라고 한다(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집배
물류 혁신전략(안)」, 2017, 2쪽).
110)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집배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집배물류 혁신전략(안)은 인력 충원(임기제 공무
원), 업무 평준화, 공동작업 축소, 구분 자동화, 무인우편함, 소포배달 혁신(소포전담구 확대 및 위탁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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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집배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계획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40).

이에 반해 집배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인력의 효율화 및 증원 계획111)으로는 과도한 업무량을
해결하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라며 3,6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인력 충원 없는 혁신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는 상태다.
실노동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대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집배노동자
들의 건강권, 일・생활균형의 권리는 심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에 처해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합의
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이은 과로죽음 등 문제의 경중을 감안하면 사회적 개입이 긴급히 요
구되는 사업장이다.
특히 실재 노동시간에 대한 차이가 빚어지게 된 지점(집배부하량 산출 방식)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 노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
에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처방은 노사 간의 접점을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2) 일상화된 겸배
우선 지금까지 보고된 우편집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실태들을 간략해 보자. 우편집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실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편집배원 1인당 담당 가구 수를 해외와 비교
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우편집배원 1인당 담당 가구 수는 일본이 378가구, 미국이 514가구인 것에 비해
한국은 1,160가구에 달한다(2015년 기준). 한국은 일본의 4배에 육박한다. 집배원 1인당 담당인구 수로 환산
하면, 한국은 2,763명으로 미국 1,400명의 두 배에 달한다.112)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우편집배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시간 중노동의 실태를 다음과 같

확대), 초소형 4륜차, 배달정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까지 1,000명 증원하는 것으
로 계획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55). 이에 집배노조는 노동시간을 한국 노동자 평균 수준으
로 줄이려면 4,500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112) 매일노동뉴스, “우정노조 “집배인력 3,600명 충원하라””,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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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했다. 평상시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57.6시간이며, 폭주기에는 주당 평균 70.2시간, 특별기에는 85.9
시간까지 치솟는다는 것이다.

<표 7-2> 시기별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소통 시기

1일 평균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평일 평균
휴식시간***

평상시
(폭주기를 제외한 평상시)

10.8시간

57.6시간

47.2분

폭주기
(매달 14~22일 즈음)

13.1시간

70.2시간

44.6분

특별기
(음력설, 추석, 선거기간 등)

15.3시간

85.9시간

37.3분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제외한 평일 노동시간
** 1일 평균 노동시간X5일 + 주말 평균 노동시간
***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 전체
자료: 노동자운동연구소(2013: 4).

우편집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보고는 반복된다. 2017년 <부산 경남 지역 집배 노동자 노동
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기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차이가 컸다. 평상시 주당 평균 57.1시간
이었으며, 폭주기에는 64.9시간, 특별기에는 72.1시간에 달했다. 휴식시간 또한 시기별 편차가 컸는데, 평상
시 18.4분, 폭주기 12.5분, 특별 수송기 9.5분으로 줄었다. 이에 따른 건강 장애(소화 불량, 수면 부족, 불면
증, 피로도, 근골질환, 뇌심질환 등)가 상당히 심각했다.

<표 7-3> 시기별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노동시간(시간)

점심시간(분)

휴식시간(분)

57.1

27.6

18.4

12.1

64.9

23.2

12.5

13.4

72.1

23.9

9.5

하루

일주일

평상시

10.5

폭주기
특별수송기

자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2017: 8).

“일반시기와 폭주기와 물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물량 자체로 보면 약 1.5-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편지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 같은 경우 비수기 때. 책자를 다량으로 비수기로
옮기기 때문에.. 결국은 책자 1개가 더 힘들거든요.. 구분도 힘들고.. 편지 보다는.. 편지는 기계실에서
나오니깐.. 책자는 구분을 다해야 하고.. 다 올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면 예전에 비해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요.. 책자와 편지의 차이지요.. 택배 사과 박스 10개와 조그만 한 것 10개 하는 것
차이라고요.. 이제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나눠서 생각하면.. 오전에는 일찍 나와서 하는 이유는 지정된 초과 근무 시간에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전날 하지 못한 일도 하고.. 초과 근무를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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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초과 되도 인정 시간이 일하는 양에 비해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택배는 한 30% 늘어났거든요.. 우편 서비스가 이전부터는 비대면 서비스라면.. 가면
갈수록.. 대면서비스가 늘어나고.. 본인 지정.. 서류 작성.. 신분증 확인.. 이렇게 되니깐.. 노동 강도가
늘어나고.. 시간이 늘고.. 여유 시간이 줄고.. 그러니깐.." (이상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2017:
185-187 재인용)

장시간 노동의 양상은 일상화된 ‘겸배’로도 확인된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동료 집배원이
배달 몫을 나눠 맡아야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집배노동자들의 은어다. 장시간 중노동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다. 겸배는 한 달 평균 5.7회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노동시간은
매달 8.6시간이었다.

<표 7-4> 겸배 횟수
변수

내용

빈도

비율(%)

무응답

겸배 횟수
(한달 기준)

0
1
2
3
4
5
6~10
11~20
21~

10
29
49
40
11
38
26
15
13

4.3
12.6
21.2
17.3
4.8
16.5
11.3
6.5
5.6

15

자료: 노동자운동연구소(2013: 6).

“겸배하면 배달시간 1시간, 분류작업 30분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생기는 이유가 사고사,
개인경조사, 개인적으로 볼일 등 때문인데, 개인적인 볼일은 거의 안 써요. 사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충 안해줍니다.”
“올해는 연가를 빨리 써라 압박이 계속되서... 요즘 하루 건너 하루 겸배하고 있어요. 작년은 22일 중에
반은 연가수당을 줬는데 올해는 1/4만 주겠다, 억울하면 연가 써라 이런 식이니 어쩔 수 없이 써야
해요. 우리우체국은 오늘 하루 빠진 집배원만 해도 14명이예요. 동료들이 아무리 나눠해도 일일특급,
빠른우편 정도만 처리했고, 일반우편, 일반등기는 손도 못 뎄어요. 평소에도 빠지는 게 평균
10명이니...다들 지쳐 있죠.” (이상 노동자운동연구소, 2013: 6 재인용)
“우리 구역에 14명이 일을 하는데.. 2명 정도는 들어오면.. 일이 줄어들거든요.. 노동 시간은 인원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인원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업무량을 줄이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거든요..”
“일을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힘드니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본처럼 해야 한다고.. 여유 인력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깐.. 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겸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미국도 여유 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깐.. 여유 인력이 없으니깐..
10명 일할 것을 12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8명이 하니깐.. 그러니깐 악순환이 되니깐.” (이상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2017: 1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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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대구성서우체국의 故김00(40세) 집배원은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 중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또한 충청아산우체국의 故곽00(47세) 집배원 또한 사고로 공백이 생긴 다른 우체국을 지
원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113) 겸배로 인한 사망 사고의 반복은 절대적인 인력부족, 대체인력의 부
재로 2~3인분의 몫을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장시간 노동에 대한 여럿의 보고와 달리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2016년
기준)이 2,531시간(주당 48.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개인·
관서 간 업무량 차이로 인해 7,300여명(46%)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것이다.
한 달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50.2시간인 것으로 보고한다. 이에 비해 전국우정노조
가 보고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5.8시간으로 그 격차가 상당하다. 연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2,531시간
대 2,868시간으로 벌어진다. 물론 조사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겠으나, 일련의 조사 결과는 후자의
결과치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전국우정노조는 둘 간의 차이인 338시간은
무료노동이라고 꼬집는다.

<표 7-5> 월평균 초과노동시간의 편차
조사 주체

시간

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우정청 아산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유성
충청지방우정청 세종
충청지방우정청 서청주
충청지방우정청 평균
우정사업본부

65.8
64.4
61.8
55.9
53.5
57.0
50.2

자료: 전국우정노동조합(2017: 60).

<표 7-6> 실노동시간 비교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노동시간

연평균 노동시간

우정사업본부

48.7

201.9

2,531.0

전국우정노동조합

55.2

239.1

2,869.4

노동자운동연구소

55.9

240.7

2,888.5

자료: 전국우정노동조합(2017: 58-59).

구체적 사례를 보자. 2017년 가을 자살한 서광주우체국의 故이길연 집배원의 경우, 출퇴근 기록이 새벽
6시 이전부터 저녁 9시~11시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았다. 물론 표본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정사업본부가 통
113) 매일노동뉴스, “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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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무시간의 양과 현격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림 7-2> 故이길연 집배원의 출퇴근 시간표

자료: 故이길연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2017: 37).

실노동시간이 왜곡되는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했는데, 최근 신창현 의원실을 통해 알려진 우정본부의
<공무원 집배원 최근 3년 초과근로시간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9개 우정청 가운데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7곳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축소·조작한 사실이 드
러났다. 전체 집배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4,452명의 노동시간이 17만 시간 가까이 삭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산우체국의 어느 집배노동자의 경우 2016년 1월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143시간
이었지만 95시간만 인정됐다. ‘특별소통기’였던 2016년 4·13 총선 땐, 한 달 동안 197시간 초과근무했지만,
122시간만 인정됐다. 선거철은 홍보물 배달이 많아 집배원들 사이에선 ‘죽음의 2주’로 불린다.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은 2016년 한해에만 686만원에 이르렀다.114)

<그림 7-3> 최근 3년간 집배노동자의 미지급 초과근무시간

자료: 서울신문, 2017.11.24.

114) 한겨레, “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로 조작해 17만 시간 ‘도둑질’”, 2017.11.22. 공무원 집배원들의 초과근
로시간을 왜곡한 것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상시계약집배원·우체국택배원·우정실무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 8060명에게 분 단위 초과근로시간을 버리는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 왔다. 비공무원
노동자는 1시간 미만의 분 단위까지 합산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겨레, “우정본부, 비공무원
노동자 초과근로수당도 4억 5천 만원 축소”,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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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노동시간을 둘러싼 온도 차
《블랙박스 사회》의 저자 프랭크 파스콸레는 빅데이타 알고리즘이 인력을 과소로 또는 과잉으로 산출
할 리스크를 제로화(“No more understaffing or overstaffing. Just the right staffing”)해 노동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노동의 권리와 노동자의 건강을 심히 훼손하고 있
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는 여기서 ‘최적의’ 인원 산출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따른 것이지 현장 노동
자들의 집합적인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또한 요소들의 인풋이 왜 그러한 아웃풋으로 나왔는
지 그 알고리즘을 노동자는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예측치・결과치들이 ‘비밀스
러운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라고 일갈한다.115)
실재 노동시간을 둘러싼 우정사업본부와 집배노동자 간의 온도 차이의 핵심은 집배부하량의 산정 방식
에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기준은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근거하는데, 이 산출시스템은 집배원의 업
무평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집배업무를 세부 단위업무별 표준시간으로 정의해 집배원이
수행한 결과를 표준시간으로 계산해 부하량을 산출한다.
우정사업본부가 구축한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따르면 집배 소요인원(15,458명) 대비 현 인원은 15,582
명으로 적정할 뿐더러 오히려 인력이 남는다고 본다.116) 전국 224개 우체국 가운데 62개 우체국에서 589명
이 부족하고, 162개 우체국은 590명이 남는다고 진단(전체 집배인력 규모는 ‘적정한’ 수준)하고, 배달 환경
의 개선책으로 인력의 미스매치를 재배치해 해결할 수 있음을 줄곧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부하량 산정 방식이 현장의 실측 자료에 기초해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비
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테면, 각 단위업무의 단위시간이 짧다는 문제 제기(아래 인용 참조: 우
정사업본부의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따른 표준시간)를 비롯해 통상우편물 배달을 위한 도보이동 시간
이 0초로 계산되어 실배달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규근무일 247일 이외의 토
요일, 공휴일 근무에 대한 부하량을 산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외에 비수기, 폭주기, 특별수
송기 등 시기별 업무 변화량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이와 같이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부하량 산정
방식은 현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고, 노동자의 건강이 아닌 집배 효율성을 우선으로 산정한 결과, 실재 인
력 부족의 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17)

“일반통상 배달 2.1초, 등기 28초, 저중량 소포 30.7초, 국제등기 39.1초처럼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정하고 도착안내서 발행 35.4초, 전화통화 37.1초같이 각각의 표준시간을 초단위로 설정한다.”
115) 프랭크 파스콸레, 『블랙박스 사회』, 이시은 역, 안티고네, 2016, 10쪽.
116)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실시한 집배인력 적정성 진단결과 집배인력 소요인원
은 15,458명으로 현 인원 15,582명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117) 매일노동뉴스, “[기계처럼 집배인력 산출한 우정본부] 집배원은 충분, 재배치만 잘하면 된다?”,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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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례의 하나로 2017년 7월 분신한 안양우체국의 집배원은 경인지역 평균(1.132)보다 높은 1.154의
집배부하량을 감당하고 있었다. 우정사업본부가 규정한 집배부하량 1.000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
무량인데, 1.000 이상이면 각종 고지서와 택배, 등기 등 배달할 우편물이 많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이
미 높은 부하량이 문제인 상태에 배달 구역이 바뀌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것으로 보고된다.118) 이렇게
가상의 평균인(배달 구역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의 배달원)을 가정한 채, 업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는 무방비인 것이다.

(4) 몇 가지 대안들
우선, 가상의 평균인을 가정한 채 업무를 초단위로 산출해 합산하는 현재의 집배부하량 시스템은 작업
현장의 현실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어떤 입력값이 투입되고 결과값이 어떤
연산 아래 나왔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력값의 표준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뒤따라
야 할 것이다.
둘째, 우편집배노동자에 부과된 과도한 물량 집중을 해결하는 것이다. 총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등기·소포·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는 우편집배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적정 택배 물량 또는 하루 단위의 물량 상한선을 설정해 노동 시간과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장시간 중노동의 정도는 인력의 재배치나 집배의 효율화를 통해서는 어려운 상태다. 인력
충원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 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노동자운동연구소
는 4,500명의 정규인력을 충원해야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아래 식 참조).
집배노조도 노동시간을 한국 노동자의 평균 수준으로 줄이려면 4,500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세칙」에 따른 집배분야 예비인력률은 3%로 산정 운용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2016년 전국우정노조의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3.4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119) 집배원에게 부여된 약 20일 중 1인당 10일의 연가를 사
용할 시 필요한 예비인력률은 약 4%이며, 20일 모두 사용시 약 8%의 예비인력이 필요하다. 병가, 공가, 교

118) 위클리서울, “올해만 5명 자살, 집배노동 현장이 곧 죽음의 일터”, 2017.7.12.
1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7년 5월 관할지역 4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배원의 연평균 연
차휴가 사용일은 3일(2.7일)도 채 되지 않았다. 우편집배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업무량 과중’과 ‘동료에게 피해주기 싫음’으로 나타난다. 연가 미사용 이유가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연가 사용시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동료
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미안함 등으로 모두 구조적인 문제로 정리된다(故이길연집배원 사
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 2017, 32~33쪽). 미안함, 죄책감, 피해
주기 싫음 같은 감정의 사회구조적 성질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정구조 아래 노동자의 시간권
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아주 쉽게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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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의 결원까지 감안하면 현행 예비인력률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폭 증가되어야 한다(김효, 2017).
넷째,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통한 해결안은 우편집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심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연이은
과로죽음의 비극을 차단하기 어렵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합의하는 모양을 띄면서 유연화를 확대하려는
꼼수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관련 쟁점 가운데 하나가 토요택배다. 토요택배를 재개할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 7월 토요
배달을 중단했을 당시 계약업체가 다수 이탈했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토
요배달 재개를 요구했다"며 토요택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9월부터 재개된 토요택배는 초장시간노동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줄곧 초장시간 노동
의 주범으로 꼽혔다. 전국집배노조가 전국 집배원 3,054명을 대상으로 한 토요택배 설문조사 결과, 93.1퍼
센트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과노동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토요택배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2018년 7월 1
일까지 토요 배달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방식은 위탁택배 노동자를 늘리는 식이
다. 위탁 택배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우정본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도 제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위탁택배
노동자에 전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120)

120) 한겨레, “‘집배원 주 52시간제’ 도입…‘토요일 택배’는 다른 약자의 몫?”, 2018.5.14.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원화된 주5일제'의 시범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
상우편을 배달하는 지역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포를 배달하는 지역으로 노동자들을 나누는 것이다. 이
는 인력 충원 없는 채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기에 집배노조 등 집배원 다수는 “꼼수 주 5일제”라고 비판
하고 있다(노동자연대,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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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중국과 일본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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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폭스콘과 화웨이의 투신자살

(1) 그들은 왜 자살을 선택했는가?
(2) 폭스콘이 요구하는 것은 스톰트루퍼
(3) 화웨이는 천국인가, 자살문인가
(4) 투신자살의 세대적 요인
(5) 투신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1) 그들은 왜 자살을 선택했는가?
지난 2010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다. 중국 대륙에 투자한 대만계 기업 폭스콘에서 14명의
직원이 연속 투신자살했다. 그 후 폭스콘은 기숙사 등 많은 건물에 자살방지용 그물을 설치했다. 기숙사
창문도 30초의 시간을 들여야 열리게끔 설계하였고, 심리상담원을 두어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하루 자살 관련 상담 전화만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폭스콘의 최고경영자 테리 고우는 주주와의 연례 만남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업무에 지쳐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단조로운 업무와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90%는 개인 관계와 가족 분쟁으로 인한
것 이었다"121)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의 상당수는 20~25세 사이의 연령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고 사랑하는
이와의 분리 심리적 충격과 의지할 곳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몇몇 노동자들은 보상금을 위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추가했다.
글로벌 유명 브랜드인 애플 회사도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착취공장", "자살공장" 을 이용하
여 돈벌이 한다는 비난은 계속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2010년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는 "폭스콘
은 노동 착취 공장이 아니다. 식당과 수영장까지 갖춘 꽤 괜찮은 공장"이 라며 "자살시도가 이어지고 있
지만 40만 명에 달하는 공장 직원들의 수를 고려하면 미국 전체 자살률보다 낮다"122)고 답변했다.
이렇듯 공장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자살자의 성
격, 우울증, 대인관계, 빚 등 개인적 요인들을 수없이 나열한다. 그리고 투신자살자의 동정론자들은 기업의
문화, 조직, 장기근무, 직장내 스트레스 등 구조적 요인에서 찾는다. 기업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
공업사회, 지식정보사회의 성격이 강할수록 자살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121) CIOKorea, "폭스콘 CEO "4년 전 잇단 자살, 노동 환경탓 아니었다"", 2014.6.26.
122) 폭스콘의 직원은 120만 명에서 130만 명에 달하며 투신사건이 발생한 광저우지역의 공장은 30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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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들은 심리적 충격과 보상금을 위해서만 자살을 선택했을까? 과연 폭스콘 자살은 필연적으로 일
어나는 일이고 피해갈 수 없는 “자연재해”인가? 그곳에서 살아남은 농민공들의 얘기들은 사ant 달랐다.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 뿐입니다. 아마도 폭스콘 직원들과 우리 같은
직원들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시골 이주 노동자의 죽음의 사용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절망에 빠졌음을 증언하는 것뿐이다.”123) (익명의 폭스콘 노동자)

2010 년부터 폭스콘의 시설에서 18 명의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다. 그들은 대부분 17 세에서 25 세 사이
의 청소년이다. 자살 시도한 직원 중 14 명이 사망했고, 4 명은 큰 부상을 입고 겨우 살아남았다. 세계적
인 기업 애플 등의 전자부품 공급사와 조립공장으로 명성을 가진 기업에 일하는데 왜 그들은 자살을 선택
하였을까? 그들은 왜 살아 있는 동안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극단의 선택을 하였을까?

<그림 8-1>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거대한 빌딩의 수많은 노동자들

(2) 폭스콘이 요구하는 것은 스톰트루퍼
누가 젊은 청년노동자들을 보이지 않는 자살의 그물로 조이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 "고객제일"은 폭스
콘의 사훈이며, 회사의 신조다. 고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요구한다. 보통 경쟁사들은 제품 정
보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같은 공장에 납품을 맡기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폭스콘은 각각의 공장에 보안을 엄격하게 유지한다. 폭스콘은 업무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다. 또한, 공장 내부에 거의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기숙사까지 있어 공장 밖으로 나갈 일을 거의 만들
123) 이 글은 2010년 5월 27일 처음으로 볼로그에 올라왔다가 3일 후에 삭제된 글이다. 차후 내용은 인트넷에 여러 곳에
서 재인용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원문은 “
”이다.

只有死亡证明我们曾经活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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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특히 폭스콘 공장의 근무 교대 시각에는 금속 탐지기를 거치고 몸수색을 받는다. 이런 철저한
비밀유지 덕분에 제조사들은 폭스콘을 신뢰한다.
룽화(龍華)에 근무하는 폭스콘 직원은 27만 명, 24시간 3교대로 각종 전자제품을 쉴 새 없이 생산하고
있다. 거대한 기지 안에는 생산 공장과 직원 숙소뿐만 아니라 식당, 병원, 잡화점, 은행, 소방서 등 70여
동의 건물이 모여 있다. 5만 명이 동시 식사할 수 있는 20여 곳의 대형 식당에서는 매일 15만 명분의 식
사가 준비되는데 소비되는 쌀 양만 40t이 넘는다.
이 같은 광경은 생소하고 무섭다. 5만 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똑같은 작업복만 입은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무엇이 생각나겠는가? 은하제국의 스톰트루퍼가 떠오른다. 개인의 생각, 기호, 취미, 창
의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기계처럼 손만 놀려야 할 때, 20대 젊은 피가 솟구치는
청년들은 참을 수 있을까?
마르크스는 이것을 "소외"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소외되면 투명인간처럼 되고, 주변 사람은 생소하고,
주변 환경은 두렵고, 삶은 무미건조하다. 지속적 감시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초조하기 쉽고, 얇아지는 지갑
과 지친 몸을 바라보면 삶은 초라해진다. 더욱 무서운 것은 AI시대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스타워즈"의 출
현을 알리는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 폭스콘은 지금 지구에서 가장
많은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폭스콘과 유사한 세계적 기업들이 로봇생산에 경쟁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 폭스콘은 4만 대의 폭스봇(Foxbots)을 투입한다고 선포했다. 폭스콘 자살 사건 이후 각종 분쟁
과 사회여론에 시달리고 중국 내 인건비도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폭스콘 대표는 2011년에 "100만 로봇 시
대"를 공언했다. 복잡한 전자제품에서 인간은 "정밀한 손"이란 우세가 사라지면 곧장 로봇에 대체될지도
모른다. 인간 노동자들이 "자살공장"을 탈출하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처럼 변할지도
모른다.

(3) 화웨이는 천국인가, 자살문인가
2007년은 화웨이에 있어서 불행한 해일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기업으로서 찬사를 받았
지만, "자살문"이란 오명도 동시에 달고 있었다. <신주간>잡지는 "화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힘들게 일 시키
는 기업"이란 제목으로 연쇄 자살 사건을 다루었다.124)
화웨이 대표는 군인 출신이다. 조직문화는 군사화되어 있다. 이 부분은 폭스콘과 비슷하다. 고학력자들
을 뽑고 있지만, 신입사원들의 입사교육은 군사화 됐다. 교관도 중국 군인의 자랑으로 여기는 "국기반"(國
旗班)에서 영입하고, 2주간 군사교육과 함께 회사교육을 한다. 회장과 사부(지도교수), 신입사원이 일체화된
124)

新 周 刊 , " 华 为: 可 能 是 中 国 最 累 的 企 业", 20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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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 일체" 세뇌 교육을 시킨 후, 회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본훈련을 3개월 진행한다.
대부분 신입사원은 3개월 기간에 임용되지만, 그 압력은 매우 크다. 연쇄 자살 사건도 이 시기에 집중적
으로 발생한다. 화웨이 기업이 전자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만큼,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집하지
만 그들은 새로운 분야에서 방황하고, 짧은 시간에 평가받아야 하고, 수시로 잘릴 수 있는 위기감에서 생
활해야 했다. 자살한 장루이(張銳)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비록 소프트분야에서 내공을 쌓았지만 통신영역에서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실습기간을 지나도
바로 잘리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있기에 너무 힘들다."

화웨이 회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간이침대" 문화는 화웨이 문화의 상징이고 자랑거리였지만, 연쇄자
살사간이 일어난 후, "자살도구"란 오명을 받았다. 간이침대는 군인의 배낭처럼 수시로 몸에 붙어 있고, 전
투도구로 인식되게 하였다.

"간이침대는 절반의 집이다. 화웨이 사람들의 체력과 지력을 집에 보내지 않고 최대 한계로 빨아 먹고
있다."

이처럼 고학력 엔지니어들, 중간 관리자 심지어 화웨이 회장도 우울증에 걸렸다고 자백하고 있다. 대
부분 시간을 회사에 보내는 이들은 여가 시간이 없고, 심지어 애인과 만날 시간도 없어 길게는 두 달 뒤
에야 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는 "위기론"을 주지시키며 회사와의 "운명공동체"를 강조
하여 내부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회사의 소속감을 강조하여 안정감을 찾게 하지만, 과도한 압력
과 내부경쟁은 오히려 회사 소속감과 안정감을 상실하여 직원들을 소외시켰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처럼 모든 것을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던져졌을 때 어떤 기분일까.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한국, 일본 등 IT, 게임 관련 기업들도 비슷한 딜레마를 갖고 있다. 이런
직종 자체가 "자살 세포"를 갖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화웨이가 존재하는 도시 심천 자체가 "우울증의 도시", "자살의 도시"다. 이 도시에는 화웨이와 비슷한
거대기업 텐센트, ZTC 등 많은 IT기업이 있다. 한편으로 "IT도시"로 선망의 대상이고, 활기찬 도시, 꿈의
도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들시들 병들어가고 있다.125)
2007년 심천시 위생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심천주민들의 정신질환율은 21.1%로 중국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은 7%로서 당시 전 세계 우울증 발병률 3.1%를 초과하였
125) 중국 노동자의 과로사, 자살은 회사 내부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07년~2010년 사이 중국
신노동법의 제정과 실시단계에 폭발적으로 발생한 과로사와 자살사건들이란 점에서 법제도와 도시의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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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불안장애 환자는 9.94%로서 10명중 1명이 불안장애 환자이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시 심천의 연평균 자살자가 2000명으로서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 보다 높았다고 한다.
10만당 자살률로 환산하면 당시 800만 심천인구로 볼 때 25%이다. 이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기
록한 한국보다 높은 수치이며, 서울의 자살률과 막상막하다.

(4) 투신자살의 세대적 요인
폭스콘 노동자 연쇄투신자살사건과 화웨이 과로사 사건의 공통점은 신세대 노동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폭스콘 자살 노동자들은 입사 기간이 1년 이내로 근무기간이 짧다는 점과 자살자들의
연령이 17∼24세의 신세대 노동자(농민공)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세대 노동자는 1980년 이후에 출생한 노동자를 말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2009년 농민공모니터링
조사보고(2009 )」에 의하면, 16∼30세 이하의 농민공이 전체 농민공 수의 6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대 농민공 중 60% 이상은 첫 직장이 공장 내의 업무로 주로 노동집약형 수출가공업에 집중
되어 있으며, 70% 이상의 수출가공 공장의 노동자가 ’80년 이후(빠링호우, 80後), ’90년 이후(지우링호우, 90
後)에 출생한 신세대들이다. 신세대 노동자들은 1세대 농민공인 부모세대 농민공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성장 배경이 1세대 농민공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가족계획 시기에 성장
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자기중심적이며 간섭을 싫어하면서도 나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터
넷 등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둘째, 노동과 생활환경의 큰 변화이다. 1세대 농민공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사회보장이 미흡했지만, 다
른 계층과 소득을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소득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당시 대학교수의 월 급여액은 200
∼500위안 수준이었고, 정부부처 공무원의 월 급여액도 500위안 이하였지만, 1세대 농민공의 월 급여액은
1,000위안 이상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소득격차가 해마다 벌어지면서 쥐꼬리만한 급여는 신세대 노동
자들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월급은 한국에서 보면 매우 적지만, 북한에서 최
고로 대우가 좋다고 볼 수 있다. 중국처럼 산업화가 20년 정도 진행되면 개성공단의 월급과 대우는 “특권”
이 아니며, 한국 안산의 노동자처럼 중하위권에 속할 수 있다.
또한 젊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처럼 단순반복노동을 기피하는 것은 중국의 신세대농민공
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처지에서 신세대 노동자들의 이상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는
좌절되었지만 오히려 권리의식이 자각되고 피착취감이 증대되면서 저항 정신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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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취업 목적이 다원화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다. 1세대 농민공은 취업의 목적이 단순했다. 즉 돈
을 벌어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신세대 노동자의 취업 목적은 자신
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도시에서 분투하는 것이다.
리우카이밍 박사는 “상술한 세 가지 변화로 이 계층은 강한 독립성, 자주성, 실리성 및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이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현대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회자원을 어떻
게 동원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법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126)
화웨이의 과로사는 학력, 계층측면에서 폭스콘과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고학력이며, 엘리트로서 중국
에서 인증받는 기술, 관리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웨이에 취직한 화이트칼라계층들도 80후, 90후
세대적 집단으로서 개인의 이상, 도시에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심천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었고, 모든 직원들이 심천에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며, 자녀를 키우며 안정적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화웨이에
서 인정받는 탑클라스들만 화웨이의 주식을 배분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대가는 바
로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일을 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과로사회의 유혹에 빠져
과로사의 지름길을 택한 사회적 요인이다.

(5) 투신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2010년 5월 19일 (이 시간대까지 9명이 투신자살하였는데 7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입었음)에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9명이 “폭스콘의 비극을 근절하자”란 공개서한을 작성하였다.127)
그 내용을 요약하여 취지를 추리내면 아래와 같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저임금, 저인권”우세
로 지탱한 노동착취형 경제성장모델을 바꾸어, 신세대 농민공의 비극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도 사회적인 책임에 방점을 두고 분석한다. “신세대 농민공들은 농촌의 집을 나가는 순
간 이 집으로 다시 들어 올 생각을 버렸다. 그들의 부모들은 돈을 벌여 귀향하지만 신세대 농민공들은 스
스로 귀로를 막아 버리고, 폭스콘 같은 공장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한다, 도시의 높은 집값, 높은 소비들은
도시에 전혀 융합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한다.” 그들을 거대한 도시, 거대한 공장에 고립되
고, 그들의 부모들처럼 농촌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단절”이 자살을 부추기는 첫 단계라고 보고 있었다. 개
혁개방 30년 동안 두세대의 사람들이 “노동착취형”, “수출가공형”경제로 특정도시가 부상하였지만 노동자

刘开明， 从富士康事件理解新生代工人 深圳当代观察研究所， 年

126)
“
”。
2010 .
127) 출처: http://tech.sina.com.cn/it/2010-05-19/1321420667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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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노동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에 현존의 “경제발전”모델을 바꾸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주
문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폭스콘에 취직한 농민공들에게 주택보장,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을 확보할 것을 거
듭 요구하면서 진정한 “도시시민”으로 받아 드릴 것을 호소하였다. 신세대 농민공들이 피와 땀으로 이 도
시발전에 공헌을 한 만큼, 그만큼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농민공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의 존엄”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민공의 존엄을 무시하
고,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문제는 폭스콘이란 기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9명의 사회학자들의 호소문처럼 사회전체가 “인간다운 사회”를 꿈꾸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는데 동감한다. 농민공들의 “인간존엄”을 지켜 준다는 것은 그들의 노동권, 생존권, 가족양육
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농민공들으로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찾고, 일의
보람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폭스콘에 취직한 대부분 신세대 농민공들은 노동의 “소외”자로,
회사의 임시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취감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화웨이의 기술자들은 높은 임금으로 노동의 성취감은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도시의 유령”
처럼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면에서 폭스콘노동자들과 비슷하다. 그들이 스스로 “고급농민공”자초하
는 것 고립되고 원자화된 삶을 사는 처지는 폭스콘노동자들과 크게 다른바가 없다. 비록 이들이 신세대
농민공에 비하여 월급은 2배, 3배정도 높지만, 주택구입 등 면에서 여전히 쉽지 않다. 그들은 화웨이란 하
이테크기업의 이미자와 회사에 제공하는 봉급으로 도시생활에서 체면은 차리지만, 그만큼 회사에 몰두해
야만 “희망의 동아줄”을 잡을 수 있었다. 회사가 삶의 전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가족, 친구들과
단절되어 회사에 갇혀 있게 되는 과정도 폭스콘의 신세대 농민공들과 비슷한 처지이다. 다른 것은 폭스콘
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빠르게 포기하여, 빠르게 투신자살을 선택하지만, 화웨이의 직원들은 과로로 천천히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시간의 차이다.
중국의 9명의 사회학자들이 자살근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폭스콘당국은 이번 투신자살사태를 자
살한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회심리문제로 진단하고, 상담사를 회사에 투입하여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처방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감독소홀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거대한 자살방지 그물을 설치하였다.
거대한 “자살방지”그물은 마치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며, 회사는 자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무
언의 표지물처럼 뚝 벋치고 있다. 진정한 자살예방은 폭스콘의 신세대 농민공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농민공에서 노동자로 탈바꿈하고, 함께 뭉쳐 조직의 힘을 키워 스스로 “자살방지그물”을 찢어버
리는 것이 자살탈출의 첫발자국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노동의 “주체”로 사회전면 등장해야
“노동존엄”, “인간존엄”이 인식되며, “인간다운 사회”로 가는 진정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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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의 과로자살과 규제의 흐름

(1) 일본의 과로사・과로자살 현황과 배경
① 과로사・과로자살 현황
② 과로사・과로자살 위험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2) 과로사・과로자살 증가와 고용악화
① 비정규직으로 확대되는 과로사 위험군
② 회색지대의 확대: ‘무늬만 정규직’과 ‘이름뿐인 관리자’
③ 심야노동과 재택잔업
(3) 과로사·과로자살을 둘러싼 규제의 흐름
① 과로사 방지대책 백서
② 현행 장시간 과중노동 규제
③ 과로사・과로자살에 대한 사용자 책임
④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
(4) 일본의 과로자살 사례: 덴츠와 와타미
① 덴츠에서의 두 차례 ‘과로자살’ 사건
② 와타미 과로자살 사건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 인정

(1) 일본의 과로사・과로자살 현황과 배경
일본에서 과로사 문제는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로자살이 사회문제로 떠
오른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로사가 비정규직에까지 확대되는 한편, 과로자살 문
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과로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월80시간
이상의 잔업으로, 주당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일본의 노동
자 비율은 11.6%이다. 이에 더해 2013년 기준 일본 노동자의 불안 및 스트레스 경험 비율은 52%로 절반을
넘는다. 결코 과로사・과로자살이 ‘특수한’ 사건이 아닌 것이다.
일본의 임금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1990년 2,064시간에서 2015년 1,734시간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
며, 2015년 기준으로 정규직은 약 2,300시간, 비정규직은 약 1,500시간(비정규직 가운데 남성은 약 1,700시간,
여성은 약 1,400시간) 수준이다. 임금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이 여전히 2,000시간을 넘는 한국과 비교하면 짧
은 편이지만, 유럽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길며, 2012년 기준으로 장시간 노동 비율은 30%에 이른다(참고로
한국은 38%).

① 과로사・과로자살 현황
과로사에 해당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산재신청 건수는 2000년 61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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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5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5년 795건에 이르고 있으며, 과로자살을 상당수 포함
하고 있는 정신장해 등에 의한 사망 산재신청 건수는 2000년 212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515건에
이르고 있다. (신청 건수의 경우 고용 형태별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9-1> 과로사 및 과로자살 산재신청 건수 추이

출처: 厚生労働省 「過労死等の労災補償状況」

<표 9-1> 뇌심혈관계질환 및 정신장해 등의 고용형태별 산재보상 지급결정건수 (단위: 건, %)
2011년

구분

건수

정신장해 등

비율

건수

2013년

비율

건수

2014년

비율

건수

비율

291

93.9

322

95.3

264

95.3

233

92.8

19

6.1

16

4.7

13

4.7

18

7.2

합계

310

100.0

338

100.0

277

100.0

251

100.0

정규직

303

93.2

433

91.2

435

87.5

407

86.2

22

6.8

42

8.8

62

12.5

65

13.8

325

100.0

475

100.0

497

100.0

472

100.0

정규직
뇌심혈관계질환

2012년

비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출처: 厚生労働省 「脳・心臓疾患と精神障害の労災補償状況」および「過労死等の労災補償状況」
주: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에 특별가입자 등 기타 범주는 제외.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고용 형태별 과로사 및 정신장해 등의 산재 인정 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비정
규직의 경우 뇌심혈 관계 질환의 인정 건수는 전체의 수 퍼센트 수준에 머물러있는 반면, 정신장해는 10
퍼센트 전후를 점하고 있다. 물론 이는 보상 지급 결정 건수이므로, 신청 건수는 몇 배에 이르며, 신청을
단념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 그밖에 2015년 경찰청의 자살통계에 의하면 업무상의 문제가 자살
원인 및 동기 중 하나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살자의 수는 2,159건, 이중 임금노동자의 자살건수는 1,800건으
로, 이 가운데 주요 원인이 피로인 경우가 약30%를, 인간관계(직장 내 괴롭힘 등)인 경우가 약20%를 차지
한다. 정신장해와 관련하여 매년 평균 수십여 건의 과로자살 사건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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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은 월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사례들이다.
2013년 정신장해 산재신청 건수는 1,456건이었고 이 가운데 산재 인정을 받은 건수는 497건이었으며, 산
재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람 역시 99명이었다. 2011년 ‘사회생활 기본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3퍼센트인데,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13.4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약
83만명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정신질환 산재의 증가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산재 인
정을 받은 이들의 40% 가량이 과로사 인정기준인 월80시간 이상의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
졌으며,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이들의 90%가 월80시간 이상의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던 것
으로 드러났다.

② 과로사・과로자살 위험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총무성의 2015년 노동력조사 결과 가운데, 정규직 가운데 월24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비
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1위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27.5%), 2위 운수업 및 우편업(21.9%), 3위 교육 및 학습지
원업(18.3%)을 들 수 있다(참고로 의료 및 복지 부문은 8.5%). 또한 후생노동성의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사회조사연구보고서’(「2015年度過労死等に関する実態把握のための社会面の調査研究事業報告
書」)에 따르면, 정규직 가운데 잔업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1위 학술연
구 및 전문기술서비스업(18.0%), 2위 정보통신업(17.0%), 3위 교육 및 학습지원업(15.7%)이 꼽힌다(참고로 운
수 및 우편업은 14.5%, 의료 및 복지 부문은 8.6%). 같은 조사의 기업측 대상 조사결과 가운데에는 잔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응답이 40%를 넘는 1-3위 항목으로는 1위 불규칙한 소
비자 수요에 대응할 필요, 2위 업무량 자체가 많기 때문, 3위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의 업무량 차가 커서가
있다. 역시 같은 조사의 노동자 조사 결과 중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피로누적도가 '높다' 혹은 '매우 높다'
는 응답이 높은 산업으로는 1위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40.3%), 2위 교육 및 학습지원업(38.9%), 3위 운수업
및 우편업(38.0%)가 꼽힌다(참고로 의료 및 복지 부문은 36.7%). 역시 정규직 가운데 고스트레스군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1위 의료 및 복지 41.6%, 2위 기타 서비스업 39.8%, 3위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39.2%이 꼽힌다(참고로 운수 및 우편업은 36.2%, 교육 및 학습 지원업은 36.9%).
한편, 과로사・과로자살 위험은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감정노동, 직
장내 괴롭힘, 심야노동, 불규칙한 근무 등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후자는 노동시간과
노동밀도(피로도)로 파악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표들 가운데 스트레스를 질적 요인의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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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하고, 장시간 노동, 잔업, 피로누적도의 평균값을 양적 요인의 값으로 취하여 두 측면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표 9-2> 과로사・과로자살 위험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양적

질적

요인

요인

의료 및 복지

17.9

41.6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

27.1

39.2

운수 및 우편업

24.8

36.2

전기・가스・수도업

12.6

32.0

구분

위의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과로사・과로자살 위험군은: 스트레스는 심하되 노동시간은 짧고 노
동밀도도 낮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과로자살의 위험도가 높은 유형(유형1), 스트레스도 심하고 노동시간도
길며 노동밀도도 높아 과로사・과로자살 모두에서 위험도가 높은 유형(유형2), 과로사・과로자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유형3), 스트레스는 덜하나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밀도도 높아 상대적으로 과로사의
위험도가 높은 유형(유형4)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료 확보가 가능한 정규직을 대상으로 각각의 요인들
을 파악해 본 뒤, 이들 유형을 대표하는 산업을 분류해 보면, 유형1로는 의료 및 복지 부문을, 유형2로는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을, 유형4로는 운수 및 우편업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과로사・과로자살
위험이 낮은 유형3으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을 꼽을 수 있다(물론 동일 산업부문 내에서도 직업 및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양상은 상당히 다를 수 있음).

(2) 과로사・과로자살 증가와 고용악화

① 비정규직으로 확대되는 과로사 위험군
이제 비정규 고용과 과로사 위험군의 결합이 일본의 고용 및 노동의 표준모델이 되었다. 과로사 위험군
일자리라 해도 정규직 지위를 한 번 잃게 되면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아들이도록 하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취업구조 기본조사’는 통상 ‘1주간 취업 시간’을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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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65시간 이상’이 최대치의 선택지였던 것이, 2012년부터 ‘65~74시간’, ‘75시간 이
상’의 선택지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공식 통계 조사의 선택지가 개정된 것 자체가 초장시간 노동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2012년 취업구조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297만 명으로 전체 남성
정규직의 13퍼센트에 달한다. 일본의 연평균 평일 일수는 248일 전후로서, 250일 이상 일한다 함은 토·일
요일 및 공휴일을 빼면 유급 휴가도 쓰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업 시간 또한 월간 80시간 이
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후생노동성도 인정하는 과로사 위험라인을 넘어선 초장시간 노동이다. 주75
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월간 잔업 시간이 140시간을 넘게 된다. 비정상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초장시간 노동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남성 정규직은 약62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은 정규직에
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취업구조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비정규 노동자 중 전일제와 유사한 수준
인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며, 주 43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4분의 1에 이른다.
더욱이 주 43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 중 30퍼센트 정도가 연간 소득 200만 엔 미만의 저임금층이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중에는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포함된다. 과로사
위험군이 비정규 고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② 회색지대의 확대: ‘무늬만 정규직’과 ‘이름뿐인 관리자’

무늬만 정규직
최근 정규직 노동의 또 다른 특징은 ‘무늬만 정규직(이름뿐인 정규직)’, 주변적 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것
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이라 함은 무기고용, 직접고용, 전일제고용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직장 내에서는 정규직으로 통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
는 경우가 ‘취업구조 기본조사’의 결과에서도 상당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 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12년 취업구조 기본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 중 고용 기
간에 정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정규 고용은 정규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고용 기간의 정함 유무를 알
지 못하는 정규 고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고용 계약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장 내에서는 정
규직으로 통칭되나 사실상 손쉽게 해고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 유무에 별 의미가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전자와 후자를 합하여 4.8%).
이른바 ‘블랙기업’에서는 단기간에 대량 이직을 전제로 신규 졸업자들을 대량 채용하고 있으나, 당사자
들에게 있어서는 ‘정사원’으로 채용되더라도 고용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와 같이 ‘무늬만’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면 그 비율은 40퍼센트를 상회한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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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회색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경우
에도 승급과 상여금이 없음을 전제로 ‘정규직’을 채용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단 취업을 하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해
진 고용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사원이라는 직함을 주고서는 단기간 동안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기업 관
행이 ‘회색지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회색지대는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 숙박업, 음식업 등을 중
심으로,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층과 60대 이상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청년층의 고실업
및 취업난,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대인 고령층의 빈곤 상황을 반영한다.

이름뿐인 관리직
이름뿐인 관리직이란 충분한 권한과 대우를 부여받지 못한 노동자가 노동기준법상 ‘관리감독자’로 취급
받으며 잔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상을 배경으로 등장한 용어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관리감독자 여부의 인정 기준은 경영자와 동일한 입장에 있을 것, 노동시간의 재량
을 지닐 것,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을 것 등이다. 물론 노동기준법상 관리감독자도 밤 10시
부터 익일 새벽 5시 사이의 심야업무에 대해 할증 임금 청구권을 지니며, 유급휴가도 얻을 수 있다. 그런
데 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점장이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잔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에 승소하면서 일본사회 내에 ‘이름뿐인 관리직’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최근까지도 유명 의류 소
매업체 및 외식업체 등이 ‘이름뿐인 관리직’을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지며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 사
이에도 확산되어 있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과장으로 승진 후 월
평균 140시간에 달하는 잔업에 시달리다 과로사한 소매 체인점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
며, 기본급에 고정 잔업수당을 더한 정액급여를 받으면서 월평균 150시간에 이르는 잔업을 계속하다 소송
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③ 심야노동과 재택잔업
심야노동
노동시간, 특히 1일 노동 시간 외에도 어떤 시간대에 일하는가 또한 노동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심야 시간대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특히 순환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심야 노동과
교대 근무가 발암 위험을 높인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 조건은 높은 이직률로 이어
진다. 최근 수 년 간의 이직률을 검토해보면, 2009년 상반기에 9.6퍼센트에 이른 뒤 소폭 감소하다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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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13년 상반기에는 8.9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 관행이 확산되어 있
는 산업에서 이직률이 높다. 다수의 노동 예비군을 포괄하고 있는 노동 시장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손
쉽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한 예가 애니메이션 업계다. 애니메이션 업계에는 ‘애니메이터는
노동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라는 구실 아래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고용하여 노동기준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이 만연해 있다. 2014년 4월에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한 청년 노동자의 과로자살이 산업 재해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 노동자는 월 600시간을 근무해왔고, 잔업이 많을 때에는 잔업 시간이 월 344시간에 이
르기도 하였다. 애니메이션 업계를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편승하여, 경영자들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재량노동제’를 구실로 무제한의 시간외 노동과 휴일 노동을 강제함은 물
론, 사실상 최저 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재택잔업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22세의 한 영어학원 강사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2015년 5월 산재로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 장시간 노동의 핵심에는 퇴근 후 집에서도 교재 및 보조교재를
만드는 등의 ‘재택잔업’이 있었다. 물론 재택잔업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8년 도쿄도의 도내 직장
인 대상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의 23.3%가 ‘재택잔업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교육 및 학습
지원업 부문의 경우 35.9%가 재택잔업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자살한 영
어학원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동료에게 ‘집에 돌아가도 전력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어 괴
롭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에 따르면, 이 노동자의 월간 잔업
시간은 111시간 가량이었는데, 이 가운데 82시간이 퇴근 후 자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3) 과로사·과로자살을 둘러싼 규제의 흐름
지난 2014년 제정된 일본의 과로사방지추진법은 한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장시
간 과중노동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노동기준감독행정 강화, 상담창구 확대, 주기적인
연구조사와 백서발간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 구체적인 규제 방안 없는 이념법 성격
의 방지법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살펴본 2차 덴츠 사건이다. 한편, 고질적인
장시간 과중노동 문제는 광고업, 외식업, IT업계 등 ‘무법천지’ 업종의 전유물이 아니다. 2016년 4월에는 나
고야의 한 공립 중학교 신임 교사의 잔업시간이 월10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며 교육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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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로사 방지대책 백서
지난 10월 7일 후생노동성은 첫 번째 <과로사 등 방지대책 백서>를 공개하였다. 2014년 과로사방지법
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의 과로사 등 현황을 정리한 백서이다. 백서 가운데 1991년 결성된 유족 모임의
활동이 과로사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눈에 띤다. 이에 더해 약2만명의 노동자를 대
상으로 장시간 과중노동에 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 장시간 노동과 건강에 관한 연구 실시 계
획 등도 포함되었다. 백서의 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것으로는 먼저 과로사 및 과로자살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주는 내용들이다. 잔업 발생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 가운데 기업측 답변에서는
‘고객(소비자)로부터의 불규칙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가 44.5%, ‘업무량 자체가 많아서’가 43.3%로 나타난
반면, 노동자 답변에서는 ‘인력부족’이 41.3%, ‘예정에 없던 업무가 돌발적으로 발생해서’가 32.2%를 기록하
였다. 한편, ‘노동자의 능력부족 또는 낮은 생산성이 원인’이라는 응답은 기업측과 노동자측 조사 결과 모
두 4% 수준에 머물렀다.
그밖에도 조사 결과는 공식적 상담창구 마련 및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장시간 과중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상담 창구는 대부분 동료나 가족 등 사적 관계자들로 나타났다. 공식 상담창구
는 과로사 및 과로자살 유족들에게도 절실하다. 과로자살의 업무기인성 판단은 업무와 정신건강(우울증
등), 그리고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량
및 구속시간의 변화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한 중요시된다. 유족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을 비롯한 다양한 상담이 요구된다.

② 현행 장시간 과중노동 규제
지난 2016년은 공장법이 시행(다이쇼 5년)된지 100년째를 맞는 해였다. 메이지 시대 방적업 여공의 노동
실태에 관한 기록을 보면, 새벽 5시에 작업이 시작되어 밤 9시에 끝나며, 그 사이에 아침과 점심식사 시간
이 각각 15분씩 주어질 뿐, 휴게시간도 없었다. 1일 노동시간이 15시간을 넘었으며, 철야도 잦아 과로로 쓰
러지는 여공들이 많았다. 이처럼 가혹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다이쇼 시대에 공장법이 도입되었고, 이
에 따라 여성과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제한과 심야노동 금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용
상으로는 여전히 1일 12시간의 노동을 허용하였고, 심야노동에 한해서도 교대근무 사업장의 경우 1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처럼 장시간 과중노동 규제는 자본 측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도 노동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노동시간단축 및 과밀노동 규제에 의해 고용
기회를 늘리는 것의 중요성이 논의되어 왔지만, 전체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운동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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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이르고 있다. ‘36협정’ 체결에 의해 노동시간 규제의 공동화를 가져온 노동기준법 제36조의 폐지 요
구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본격화가 요구된다.

<그림 9-2> 시간외 및 휴일노동에 관한 노사협정 체결 비율

출처: 「2013年度労働時間等総合実態調査」

일본에서는 사업장 내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와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허용 조건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은 그마저
도 무시되며 제약 없는 장시간 노동 및 휴일노동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가운데 시간외 및 휴일노동에 관한 노사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의 비율은 55.2%이
다. 노사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들의 미체결 사유로는 시간외 및 휴일노동 자체가 없다는 경우가
43.0%를, 시간외 및 휴일노동 협정에 대해 몰라서라는 경우가 3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전체 사업장 가운데 다수를 이루고 있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배적이다.

③ 과로사・과로자살에 대한 사용자 책임
과로자살에 대한 기업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기존의 규제가 없지는 않다. 노동계약법(제5조, 안전 배려
의무), 노동안전위생법(제69조, 노동자 건강관리 등의 노력 의무), 노동기준법(제36조 및 제37조,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해 2014년에는 과로사방지추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과로사 및 과로자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의 과로자살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커다란 문
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와타미 사건에서 기업측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진전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는 불충분하다. 지난 6월에는 쿠마모토의 히고(肥後)은행 과로자살 사건의 유족이 은행 임원 11명 개개인
을 상대로 은행 측에 손해배상 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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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2012년 10월 지방은행인 히고은행 본점의 한 시스템 관리 노동자가 직전 4개월간
적게는 월100여시간, 많게는 월200여시간에 이르는 잔업을 버티다 투신자살 하였다. 이 사건은 이듬해 3월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유족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머물지 않았다. 자살한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상속받은 부인이 주주 대표로서 장시간 과중노동 대책에 소홀한 탓으로 배상금을
지출하고 신용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개별 임원들에게 묻기로 한 것이다. 임원 개개인들에게 책임이 부과
될 때에야 진지한 과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④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
그간 일본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시간 규제 방향에 관한 논의는 1일 노동시간의 상한 설정에 따른 규제
와 ‘서비스 잔업’의 근절이 대전제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규제방안을 집약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니치벤렌)의 “노동시간 법제화의 바람직한 방
향”(2016.11.24.)을 꼽을 수 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36협정(사부로쿠협정)에 의한 연장의 한도를 정부 고시 형태의 규제로부터 법제화로 전환하되,
1일 단위의 규제가 명시되어야 한다. 1일 2시간, 주당 8시간, 연간 180시간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직종 단위로 연장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터벌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근무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재량노동제 근무자는 물론 관리감독자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적용대상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 직종 단위로 인터벌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시간외 및 휴일노동의 임금 할증률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시간외의 경우 50%, 휴일의 경우 60%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휴일 역시 4
주간 8일 이상, 연간 104일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 2일제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노동
시간의 정확한 파악을 사용자의 책임으로서 노동기준법에 명기해야 하며, 위반시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노동기준감독관을 최소한 2배 증원해야 한다.
2016년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노동시간 규제방안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시민사회와 학계가 강조했던 것은 노동시간 인터벌 규제로서, EU 수준의 11시간 보장이다. 수면시간 7시
간을 보장하고 출근과 퇴근에 각각 1시간씩, 기상 후 출근준비와 퇴근 후 취침준비에 각각 1시간씩을 보
장하자는 방안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11시간
인터벌 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법적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을 제공하자는 입
장을 내비쳤다. 반면, 노동계와 노동기준감독 현장(전노동성노동조합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업주
에 대한 노동시간 파악 의무 부여이다. 앞서 살펴본 덴츠 과로자살 사건에서도 노동시간 파악 및 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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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최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장시간 과중노동 규제의 두 축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
을 추진해 왔다. 물론 2016년 노동개혁안과 함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노동의 미래 2035> 보고서는
“2035년에는 개개인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일할 것이며, 기업이나 경영자와 대등한 계약을 맺게 되는 등
보다 자율적인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 전반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거나, “개인사업주와 임금노동자
간의 경계가 더욱 흐려져 조직에 소속된다는 것의 의미 자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며, “복수의 조
직에 다층적으로 소속되는 사례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등 비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지탄을 받기도 하
였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개혁과 퇴행의 간극이 상당 수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간 아베 정권은 한편
으로는 장시간 노동 규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 중심의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적절한 권한이나 보상 없이 책임만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하향 부과를 추
진한 재량노동제 확대 및 잔업수당 제로 법안 역시 2015년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런데 2018년 6월 자민
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 상한이 1개월
에 45시간, 1년에 360시간으로 정해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역시 통과되었다. 다
만 노동시간 규제에서 휴일 노동시간이 제외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전
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법안 또한 통과되어,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비
난을 받고 있다.

(3) 일본의 과로자살 사례: 덴츠와 와타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과로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이후 다양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졌
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관련 입법 또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 및 실효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
다. 그 배경에는 주요 과로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규제를 촉구하는 여론과 더불어 반대 논리 또한 힘을 잃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 대립의 중심에는 덴츠와 와타미라는 두 대기업이 있다.

① 덴츠에서의 두 차례 ‘과로자살’ 사건
일찍이 일본에서 과로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사례는 바로 덴츠의 1991년 입사 2년차 대졸
남성 신입사원의 과로자살 사건(이하 ‘1차 덴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96년 첫 재판에서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았으며, 2000년 상고심은 원심에서의 유족 측의 부분적 패소 부분도 파기 환송하였고 무엇보다 과
로자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재판소 판결로 기록되었다. 이 판례는 이후의 과로자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덴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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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덴츠에서 25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스
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는 신입사원이었고, 스물 네 살이었다.

2차 덴츠 사건
2016년 10월 7일 유족인 어머니 다카하시 유키미(高橋幸美)의 기자회견 발표를 통해 덴츠에서 2015년 12
월 다카하시 마츠리(高橋まつり) 씨의 과로자살 사건(이하 ‘2차 덴츠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 9월 노동
재해로 인정받았음이 밝혀졌다. 그밖에도 1차 덴츠 사건 이후 2013년 6월 당시 30세의 남성 사원이 과로사
한 바 있고, 2014년 6월 간사이 지사가, 그리고 2015년 8월에 본사가 노동기준감독서의 장시간 과중노동
관련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입사 1년차였던 다카하시 씨의 2015년 10월에서 11월 사이 1개월간의 시간외노동은 105시간에 이르렀다.
10월 이후 소속 부서 인원이 14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면서 담당 기업도 늘어났다. 그밖에도 신입사원이라
는 이유로 각종 접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맡았고, 회식 후에는 선배 사원에게 늦은 밤까지 지도를 받기
도 했다. 11월 들어서는 상사에게 업무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되려 폭언을
들어야 했다.

‘기이한 시간’: ‘자기신고제’를 통한 덴츠의 시간기록 조작
덴츠에서 월100시간을 넘는 잔업으로 고통을 겪은 것은 다카하시 씨뿐만이 아니었다. 다수의 30대 중견
사원들도 장시간 과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측은 월 잔업시간 상한을 원칙적으로 50시간으로 규정하
고 있고, 노동자들이 시업 및 종업시간을 신고하고 상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지
만, 실상은 달랐다. 다카하시 씨의 유족과 대리인이 산재 승인을 얻기 위해 길게는 월130시간에 이르기도
했던 다카하시 씨의 잔업 시간을 계산한 방식도 사측의 자료가 아닌, 건물 입퇴관 기록 등이었다.
덴츠 사원들은 자신의 근무시간을 직접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1개월분의 근무시간에 대해 관리자로부
터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명목상 규정상의 초과근무 상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근무기록을 ‘조작’하는 것
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소정근로시간 대로라면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할 터인데,
실상은 오전 8시 40분에 출근하여 밤12시에 퇴근하는 것이었다. 더욱 기이한 사실은 분명 15시간 20분 동
안 건물 내에 있었는데, 기록상으로는 기껏해야 1~2시간 초과근무 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해당 노동자
는 업무 종료시간 이후 3~4시간 잔업을 계속하면서 그 중 3시간 정도를 ‘자리 비움’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사측에서 근무시간을 파악할 때 자리를 비운 이유는 묻지 않는다. 그렇게 해당 노동자는 밤9~10시쯤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물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채 ‘기록상의 퇴근’을 한 후 다시 ‘기록상으로’ 그리고 ‘사적인
이유로 제 자리로 돌아와’ 밤12시까지 잔업을 하는데, 이 시간은 자기계발 활동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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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된다. 일사불란한 조직문화 속에서 암암리에 만연된 근무시간기록 조작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성과압박과 내부경쟁 심화의 배경
덴츠는 오래 전부터 일사불란한 조직문화와 더불어 높은 업무강도로 유명한 기업이었다. 덴츠의 사원수
첩에 적혀 있는 열 가지 수칙(이른바 ‘귀십칙’ 鬼十則)에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죽
어도 손에서 놓지 말라’, ‘수동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항상 한 발 앞서 알아서 움직여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최근 덴츠의 성과압박 및 내부경쟁 강화와 이에 따른 장시간 과중노동 관행 지속의 배경으로 2001년 이
루어진 주식 상장과 미디어환경의 변화 또한 꼽을 수 있다. 덴츠는 인터넷 광고부문에서 후발주자였다. 뿐
만 아니라 TV광고수입의 감소로 인해 2009년 덴츠는 10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덴츠의 경
영관리체제는 ‘사원의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해갔다. 이후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스마트폰
보급과 SNS 이용 증가라는 흐름 속에서 모바일 광고를 핵심으로 한 인터넷 광고의 매출 비중 증가가 약
50%에 이를 정도였다.
다카하시 씨도 인터넷 광고 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자동차보험 등의 광고를 담당하였으며,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문제는 덴츠가 대기업임에도 환경변화에 적응하려 시도하지 않고
중소영세기업과 같은 노동방식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기존 방식의 광고와 달리 인터넷 광고는 조회 수 등
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인력 충원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덴츠는 업무량 증가의
부담을 기존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광고업계 ‘괴물’의 탄생과 그 군사적 기원
앞서 언급한 ‘열 가지 수칙’은 어떤 측면에서는 1990년대까지 승승장구를 계속해 왔던 상황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사원상(像)이라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적극적인 수준을 넘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
로 도전정신을 강조하는데, 이는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덴츠의 초기 성장과정과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덴츠는 메이지 시대 말기에 설립된 일본전보통신사를 전신으로 한다. 현재의 사명인 ‘덴츠’는 한자로 ‘전
보통신’의 줄임말인 ‘전통’(電通)이다. 일본전보통신사는 아시아 침략전쟁 기간에는 국책회사인 만주국통신
사로 이어져 광고 업무 외에 정보기관으로서의 업무, 나아가서는 관동군과 만주국에의 자금조달 등을 담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전 이후 해체된 만주국통신사는 미점령군(GHQ)과의 밀월관계 하에서 ‘덴츠’
로 복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 만주철도 직원이나 군 간부 등을 대거 받아들였으며, 전범을 포함한 기존
임원들도 그대로 기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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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덴츠는 정부와 자본의 미디어 길들이기 혹은 ‘언론통제’의 핵심 고리이다. 덴츠는 광고업계
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닌 광고회사인데, 일본 내 전체 광고업계 매출 가운데 덴츠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이른다. 업계 2위 규모인 하쿠호도(博報堂)의 매출은 덴츠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의 미
디어에의 영향력, 특히 TV에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덴츠와 하쿠호도 2개사의 매출 가운데 이른바 일본의
‘4대 TV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70%에 이르며 이익규모로 치면 90%에 달한다. TV의 경우 활자매
체에 비해 광고 의존도가 큰 데다, 광고주 모집의 상당 부분을 덴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덴츠 사건이 드러난 이후 10월 중순경 이시이 나오(石井直) 사장 명의로 사원들에게 한 통의 문서
가 배포되었다. 일본의 주간지 <주간현대> 2016년 11월 12일자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인사노무관리상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개선의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미디어로부터
도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듯한 논조 역시 띠고 있다. 덴츠는 정관계 주요 인물들의 자녀가 대
거 연고채용 되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다른 기업에서 발생하면 화제가 될 만한 성희롱 사건 등이 조용히
묻힌 사례도 많다. 덴츠는 광고주와 관련된 스캔들을 무마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무튼 각종 사건의 무
마 의혹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나아가 일본 내 TV 시청률을 조사하는 유일한 회사인 비디오리서치 역시 덴츠의 주도로 세워졌으며,
덴츠가 3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조작과 같은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덴츠는 원전
찬성 여론을 만들어 내기로도 유명한데, 원전 추진파 단체인 일본원자력산업협회 회원으로 전력회사들의
원전 홍보 광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다. 원전 홍보 광고에 일본 전력회사들이 1970년대 이후 40여년
동안 쓴 금액은 2조4천억엔에 이른다고 한다. 이럴진대 정작 아무도 덴츠를 건드리지 못한다. 위의 인용기
사를 낸 <주간현대>를 비롯하여, <주간금요일>과 같이 소수나마 덴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언론사가
주로 주간지인 것은 TV나 신문과 비교할 때 재정구조상 가장 광고수입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대응: 장시간 과중노동 특별대책반
다카하시 씨의 과로자살은 2016년 9월말 산재 인정을 받았다. 이에 10월 15일 도쿄도 노동국은 덴츠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특히 이번에는 본사 뿐 아니라 각 지사 또한 대상에 포함시켰고, 조
사 결과에 따라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전시행정 성
격의 단발성 조사가 아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불시 점검과 청취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으로는 첫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덴츠에서 과로자살
이 처음이 아니며, 이전 사건이 일본사회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과로사방지법 이후 노동기준감독행정의 강화 경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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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각 지역별 노동국 가운데 도쿄와 오사카에는 과중노동 특별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다. 과로
사방지법 제정 이후 관리감독 행정 강화의 차원으로 2016년 4월 발족하였다. 이들은 노동기준감독서의 통
상업무로부터 제외되어 장시간 과중노동 조사에 전념한다. 특히 과로사 및 과로자살 사건의 사후적인 조
사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의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시간 과중노동을 방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권고나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 측에 형사책임을 묻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신발 판매 체인점 ABC마트의 도쿄 도내 2개 점포에서 행해진 월100시
간을 초과하는 잔업에 대해 각 매장 책임자와 체인 운영회사 임원을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입건한 일이다. 오사카에서도 전국 체인을 지닌 음식점 운영회사 2개사를 입건한 바 있다. (물론 통상적으
로 산재사건 발생시 노동기준감독관 1인이 조사에 임한다.)

② 와타미 과로자살 사건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 인정
행정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과로사 및 과로자살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만큼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10여년 사이 일본에서 과로사 및 과로자살과 관련하
여 가장 큰 주목을 얻으며 시민사회의 비판적 인식을 강화한 사건은 외식업계의 대기업인 와타미(和民)
그룹에서 발생한 과로자살 사례다. 2008년 6월 와타미 그룹사인 와타미 푸드서비스에 소속된 당시 26세 정
규직 노동자 모리 미나 씨가 월141시간의 잔업을 강요당하여 입사 2개월 만에 정신질환을 얻고 자살하였
던 것이다.
모리 씨는 오후 3시부터 오전 3시반 폐점 시간까지 12시간을 연속 7일간 근무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폐
점 후부터 첫차 시간까지 점포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밖에도 휴일근무, 새벽시간에 연수는 물론 와타미 그
룹 회장인 와타나베 미키 씨의 저서를 자비로 구입하여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2012년 2
월 산재 인정 이후에도 와타미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과의 면담과 사과 또한 거부로 일관하
였다. 이후 민사 조정을 거치면서 와타나베 씨는 정치인(자민당 참의원)이 되었고, 그럼에도 ‘도의적 책임
은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2015년 12월 민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와타나베 씨는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노동시간의 정확
한 기록 등 장시간노동 대책에도 동의를 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와타미 홈페이지 및 와타나베 씨 개인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기로 하였다. ‘블랙기업’이라는 비판을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사회 내에서 과로자살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은 상당하다. 와타나베 씨도
경영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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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자살을 비가시화하는 논리들
와타미 과로자살 사건은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법적 책임 및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주
목을 받았으며, 동시에 이를 둘러싸고 과로자살을 비가시화하거나 노동 관련 규제에 반대하는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볼 일곱 가지 주장들은 현재까지도 일본사회 내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첫째는 ‘문제의 개인화’이다. 장시간 과중노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 하기 싫거나 그저 편하게 일하고
싶은 요즘 젊은이들의 변명이자 책임 떠넘기기라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자기책임론’의 상투적 수
사이기도 하다. 일이 힘들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보다 적
극적인 버전에서는 청년세대가 질 낮은 일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리의 옹호자들은 정치권에서 인기 영합적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
의 ‘어리광’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른바 블랙기업으로 의심되는 기업에게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거나(자민당), 공공고용서비스상의 구인표에 이직률을 명시하
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민주당)하는 것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둘째는 오인 및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론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블랙기업 인증'
이 확산되면서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블랙기업으로 지목되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있다거나, 블랙기업으
로 지목된 이후 꾸준한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체질 개선에 성공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낙인’으로 인해 피
해를 입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화되고 개별화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들이 온라인 공간의 소통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기존 노동자들이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실 확인 절차 등 ‘정보
의 필터’가 부재함에 따른 부작용들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
상황 하에서 채용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셋째는 ‘일본적 고용관행론’이다. 일본적 고용관행, 즉 종신고용을 지키는 대신 다소의 문제들은 눈감아
주는 관행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옹호론이다. 예컨대 노사합의 하에 잔업시간 상한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관행 등이 그 예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는 ‘악순환론’이다. 이른바 블랙기업으로 찍히면 인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실적악화로 이어져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낳아 결국 가능성이 있는 기업조차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는 취업기회 격차 심화론이다. 여기서는 높은 이직률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실험적 시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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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도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랙’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는 논의와 행동
들이 지속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우
량기업들은 채용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정신보다는 기본적인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을 중시하여 고학력 고스펙 취업준비생을 뽑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하청구조론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하청구조 하에서는 블랙기업이 구조적으로 양
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블랙기업 문제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 간 관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
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블랙기업 때리기’에 편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를 정당화
하고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곱째는 ‘일본인론’이다.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문화주의적 설명에 기댄 ‘일본 예외주의’라 할
수 있는 일본인론에 기대어, 일본인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하며, 한 번 조직에
편입되면 자신에게 맞지 않더라도 새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끙끙대다가 자살하거나 한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주장들 가운데에는 하청구조론과 같이 장시간 과중노동 규제론에서도 일정정도 받아들이고 있
는 부분도 없진 않으나, 대체로 기업 및 국가 중심의 논리들로서 상당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과로자살의 이면에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기업의 내부(덴츠), 그리고 계속되는 우경화 속의 일본
사회(와타미)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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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로자살 이후, 남겨진 유가족들의 이야기

(1) 과로자살 유가족들에게 떠넘겨진 밀린 숙제, ‘무거운 짐덩어리’
① 가족의 과로자살사건을 처음 맞닥뜨린 순간의 ‘무거운 짐덩어리’
② 가족의 과로자살에 대한 산재인정 과정에서의 ‘무거운 짐덩어리’
③ 가족의 과로자살사건에 대한 산재처리 마무리 후의 ‘무거운 짐덩어리’
(2) ‘무거운 짐덩어리’를 덜어놓고 있는 일본 유가족 모임
① 전화상담: 유족모임을 통한 과로자살사건에의 전략적인 초기대응
② 일상적인 연락 및 공동양육, 1박2일 캠핑: 유족모임을 통한 심리적 지원
③ 1박2일 학습회: 유족모임을 통한 지식 획득
➃ 과로사방지법 제정: 유족모임을 통한 법·제도 개선
(3) 일본 유가족이 한국 유족에게 보내는 메시지

⑴ 과로자살 유가족들에게 떠넘겨진 밀린 숙제, ‘무거운 짐덩어리’

<그림 10-1> 과로자살유가족 강혜영(가명)씨가 그림치료하며 그린 자화상

출처: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모임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안쓰러워요. 근데 다시 남편이 살아 돌아와도 내가 죽일꺼에요. 나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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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거운 짐덩어리를 어떻게 하라고....
남편의 자살 이후에 남편이 나를 묻으려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버티고 있는 나는 지팡이에 의존해
무거운 짐을 버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는 과로자살 유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들은 말이다.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복잡·미묘한 마음상태’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디어 등을
통해 과로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크게 일어나자, 혹자는 과로자살을 당한 망인에 대한 안타까움
을 크게 표현하기도 하고, 과로를 하게 만드는 회사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커다
란 질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로자살’로 드리워진 커다란 그림자 속에 푹 숨어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
고 있는 남겨진 유가족들의 ‘무거운 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가족의 과로자살 사건은 늘 예견 없이 찾아온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메시지를 오갔고, 오늘 아
침까지만 해도 잘 다녀오라며 출근하는 그 사람을 배웅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순간에 더 이상 그 사람은
가족들 곁에 없다. 유가족들 눈에는 매일같이 출근하기 싫어하던 모습 혹은 퇴근 후 녹초가 되어있던 모
습만 아른거릴 뿐이다.
가족의 자살은 유가족들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자살사건은 6명에
서 8명의 자살생존자(Suicide Survivor)128)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129), 망
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유가족의 경우 어떠하겠는가. 이미 많은 학자들은 자살 유가족
들은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등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움, 비탄
함, 개탄함을 복합적으로 느끼며 또 다른 자살로도 연결된다고 밝힌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살유가족의 자
살 위험수준은 일반인 대비 8.3배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130)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을 중
심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유
족에 대한 심리부검 등 자살유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131), 자살예방센터 등을 설립
하여 자살예방사업으로써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검사 지원,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신문·방송을 통

「

」

128) Jeffrey Jackson은 그의 저서 A Handbook for Survivors of Suicide 에서 Suicide Survivor 즉, 자살생존자란 사
랑하는 자를 자살사건으로 잃은 가족, 친구, 지인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의미로 ‘자살
유가족’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129) Alex E. Crosby, Jeffrey J. Sacks. (2002) Exposure to Suicide: Incidence and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2: 321-328.
130) Nock, Matthew K, Borges, Guiherme, Ono, Yutaka. (2012) Suicide Global Perspectives from the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1)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5년 개소한 이래, 심리부검에 기반한 자살 유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유족
에게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심리부검이란, 자살 유가족을 통해 자살자의
원인을 추정해가는 과정으로 자살 유가족 중심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자살자 중심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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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캠페인 진행, 심포지움 개최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이에 대한 실적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자살예방법”) 제2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2)
‘과로자살 유가족’ 역시 가족의 과로자살 사건 이후 매우 심각한 심리적 충격,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
데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자살유가족과 달리, ‘과로자살 유가족’은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
상담학계에서는 일반적인 자살의 경우 평균적으로 필요한 애도기간을 6주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 때 비정상적인 애도를 경험하게 되면 더욱 오랫동안 죄의식, 자기비난, 망인에 대한 몰두 등 심리적 갈
등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이처럼 애도기간을 걸친 후에도 자살자와의 사별 아픔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자살 생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33) 하물며 충분한 애도기간
을 걸친 후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살 유가족들은 심적 고통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닌 아픔은 계속된
다는 것인데, 과로자살 유가족에게 ‘애도’조차도 사치이다. 과로자살 죽음은 일반적인 자살과 달리, ‘애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자살 뒤에 남겨진 최후의 이야기, 유가족들은 그 실체 없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망인이 미처 풀지 못한 엉킨 실타래를 묵묵히 풀어야하는 마지막 사람이다. 가족의 과로자살 사건을 처음
맞닥뜨리는 순간 유가족들은 애도할 시간도 없이 ‘무거운 짐덩어리’를 홀로 등에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미처 슬퍼할 시간, 틈도 없이 짊어지게 되는 ‘무거운 짐덩어리’는 무엇일까.

① 가족의 과로자살사건을 처음 맞닥뜨린 순간의 ‘무거운 짐덩어리’
가족의 과로자살 사건을 갑작스럽게 접하는 유가족들은, 죽음에 대한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애도의 시
간을 가지기도 전에‘일하다가 죽었는데... 이건 뭐지?’혹은 ‘평소에 일이 힘들어서 우울하다고 했는데... 뭐
지?’와 같은 약간은‘어딘지 명쾌하지 않은 감정’을 시작으로 일명 ‘과로자살의 뒤처리’를 시작하게 된다.

회사 출근했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순간적으로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이 힘들다고 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이 3개 월 만에 10kg정도가 빠졌었거든요. 우리 애기아빠가
그냥 자살은 아닌건가? 그런 찜찜한 생각이 계속 들긴 했어요. (구술자 ㅂㅅㅇ)

132) 물론, 본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자살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133) Erich Lindemann (2006)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1:
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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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날 하루 쉬면서 상사 강씨가 자꾸만 일을 구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눈치껏 알아서 잘 해보라며
일을 준다고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는 일을 줘서
자기가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됐다고 전화 받았을 때
바로 아 이거 과로자살이구나 직감했어요. (구술자ㅂㅈㅇ)
아들은 매일같이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갔어요. 거의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잠만자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갔어요. 어쩔 때는 사무실에서 잔다고 한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산을 오르곤 해서 체력이 좋으니 버티나보다
싶었는데.. 그렇게 혼자 차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경찰한테 듣는데 바로 내 아들은 자살이
아니다.. 회사가 이렇게 만든거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어요. (구술자ㅇㅅㅎ)

일반적인 자살의 경우, 현재 심리부검134)이 자살의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
는데, 이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의 위험요인 및 원인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자살시도 혹은 자
해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135) 즉 자살은 온전히 과학적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이고 동학적인 현상인바 개인적, 사회문화적 맥락 등에 따라 위험 요인은 상이하며, 그 원인 또한 매우 다
양해 심리부검이라는 일련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로자살의 경우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도 명백하다. ‘업무과다·업무과중’이다. 이에 따라
가족의 자살의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가족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을 상대적으로
깊게 하게 된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으니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미쳐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자책감의
크기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루에도 수 천번씩 ‘진즉 억지로라도 회사 그만두게 할 걸’이라는
죄책감이 과로자살 유가족들 마음 속에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벌겠다고 그냥 힘들다고 했을 때 바로 그만두라고 말할걸... 조금만 더 참아보고 계속 힘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밉기도해요. 왜 죽어 죽기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구술자 ㅂㅅㅇ)
동생은 죽기 한 달 전에 방을 둥글어 다니면서 울었어요. 일이 힘들다고. 그게 저한테 보낸
사인이었는데... (구술자 ㅈㅎㅁ)
조금 쉬었다 와도 되는데... 4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먹구름을 보면 남편의
고됐던 40년 삶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좀 브레이크라도 잡아 줄걸... 이런 생각이 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도 죽을까란 생각 드는데.. 아이 보면서 겨우 정신차려요. (구술자 ㅇㅎㅅ)

물론 유가족들은 가족을 남겨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린 망인에 대한 분노, 섭섭함을 느끼기도 한다.

134) 심리부검이란 자살한 사람이 남긴 자료를 분석하고 남겨진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원
인을 찾아내는 과학적 도구를 말한다. 즉 정말 자살이 맞는지, 무슨 생각으로 자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종한,
심리부검 , 학고재, 2015, 9쪽.)
135) 나경세 외, “심리부검: 우리나라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및 고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54권 1호, 2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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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고충에 대해 소심하게나마 이야기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은 과
로자살 유가족들로 하여금 자신 때문에 망인이 겨우 힘든 시간을 견뎌오다 결국은 자살로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자살하기에 이르기까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에 미안함과 자책감을 느끼
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타인의 불편한 시선은 반갑지 않은 보너스 상품이다.

저희 집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남편 사건이 방송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그래도 남편은 처자식 먹여살리려고 열심히 한 죄 밖에 없어. 너무 미워하지말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결국은 남편이 집에 있는 저와 새끼
먹여 살리려고 힘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죽도록 일했다고 생각하겠구나. 혹은 제가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그러니깐 내조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지는거에요. (구술자 ㅂㅎㅅ)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이며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은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려 지
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타살이든 자살이든 모두 정상성(Normality)에서 벗어난 일종의 일탈적 행위로
보고 사회적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자살(Suicide)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suicidium’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sui(Self)’와 ‘caedo(Kill)’의 합성어로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스스
로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끊는 행위를 의미한다.136) 따라서 자살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스로 앞당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쉽
사리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과로자살 유가족들도 가족의 이러한 정상성을 벗어난 행위로 당혹감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별
달리 이해관계 없는 타인 역시 망인의 자살 행위 더 나아가서 ‘과로’라는 명확한 자살의 원인에 대하여 매
우 불편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 불편한 태도는 과로자살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죄책감과 자책
감의 늪으로 깊게 빠지게 한다.
특히, 대부분의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사건이 있은 후 장례를 치루며 사측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 때 부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과 함께 매우 커다란 감정적, 심리적 동요를 겪게 된다. 노
동조합이 있지 않은, 개별화된 유가족의 경우에는 그 동요가 더욱 극심하다.

회사에서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장례만 마치면 산재처리랑 전부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발인 마치니깐
말이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알아서 하란 거예요. 회사에서 진심어린 사과만 했어도 어쩌면 산재 안

136)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573&cid=40942&categoryId=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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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었을 거예요.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키워놓은 회사인데... 내가 산재신청 해서 그런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그건 남편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깐... 근데 세상에...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뭘 어떻게 누구한테 이 문제를 말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편 회사에는
노동조합도 없는 그냥 중소기업이니깐.. 폭폭할 노릇이었어요. (구술자ㅂㅎㅅ)
회사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와서 위로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평소에도 회사에서 잘 웃지도 않고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싸~했어요. 너무 아프게 갔으니깐 부검은 안하려고 했어요. 알아보니깐 부검을 하면 온 몸을 다
파해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아프게 갔는데.. 부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니깐
번뜻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검했어요. 내 동생이 회사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된거지 원래
정신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뭘 어떻게 뭐부터 해야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거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과로, 사망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그냥 내가 우주에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 떠도는 행성같은 느낌이었어요. (구술자ㅇㅅㅇ)

타살 유가족들은 필연적으로 가족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을 죽인 가해자에 대한 원망,
분노를 쏟아내게 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자살유가족들의 경우 가족의 자살행동의 원인 등을 무엇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두려움과 거리낌을 가지며 가족의 진정한 자살의미, 원인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애도과정을 거치며 예전의 생활을 버텨나가곤 한다.
하지만 과로자살유가족들은 망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의 원인이 업무
즉 회사의 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의 모든 태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없는 빈집에 돌아왔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황망한 과로자살에 대한 의
문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과로자살 해결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지식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망인은 분명 스스로가 나약해서가 아닌,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과한 업무로 세상을
떠났다는 확신이 과로자살 유가족들 마음 속 깊은 곳에 박혀있지만, 이에 대하여 떳떳하게 인정받아 망인
에 대해 명예회복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친절히 옆에서 알려주는 조언자는 세상 어
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가족을 보살피지 못했다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남에게 섣불리 조언을 구
하기도 쉽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한 가득 담은 채 외부사람들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긋고 혼자만의 동굴
속에 고립된다.
앞으로 자신이 홀로 풀어나가야 할 ‘산업재해 인정문제’, ‘회사에의 명예회복문제’와 ‘회사 일은 혼자 다
하냐며 핀잔을 줬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라는 커다란 짐을 복합적으로 느끼며 오늘도 과로자살 유가
족들은 사회에 무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② 가족의 과로자살에 대한 산재인정 과정에서의 ‘무거운 짐덩어리’
‘스스로 결정한 자기 목숨의 자발적 제거행위’라는 인간 고유의 특별한 행위의 실체적 이유는 개별 인
간 인생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요인과 연관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행위는 전적으로 개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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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결정이며 자기파괴행위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일찍이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은 유럽의 급격한 사회변동기에 국가 간 비교와 국가 내 자살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자살이 무작
위로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이며, 사회변동에
서 야기되는 자극에 대응하는 개인의 대응·조정능력(Regulation), 사회적통합(Integration)정도가 자살의 수준
과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자살은 사회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변화와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취급할 수 있는 것
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그만큼 자살의 원인에 대하
여 완벽히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과로자살유가족들은 가족의 과로자살사건을 맞닥뜨린 즉시 바로 해나가야한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자살은 조금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에 망인의 자살행위를 현실
에서 도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 책임감 없이 남아있는 가족에게 해악을 끼치는 나약한 선택이라고 비
난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망인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망인의 자살행위와 업무기인성의 인과관
계를 입증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망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고군분투하기 시작한
다. 즉 자살의 산업재해인정이다. 가족의 자살행위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과로
자살 유가족들에게는 호사이다.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가족의 자살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는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강박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슬픔과 외로움은 일단
저 편으로 묶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예전처럼 생활을 버텨나가며 망인의 죽음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받
기 위하여 애를 쓰기 시작한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있는데... 저도 정신 놓고 있으면 정말 안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 간신히
붙잡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하는 말들 똑똑히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조용히
메모지에 적어놨어요. 동생 영정사진 보면 제가 제 정신을 놓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봤어요. 나라도
똑바로 대처해서 네 명예 지켜주겠다고 속으로 이야기만 했죠... (구술자ㅇㅅㅇ)
딸이랑 아들도 있으니깐 일부러 많이 슬픈 모습은 안보인 것도 있지만 노조위원장님에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얘기해주시더라고요. 부검 꼭 하라고.. 이건 산재라고.. 화장실에 가서 몇 번 심호흡하고 그
때부터 내가 산재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회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생각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옥이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것도 복이구나. (구술자ㅇㅎㅇ)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 남겨진 유가족들이 스스로 망인의 자살원인이 과중한 업
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다. 과로자살은 궁극적으로 인사노무관리과정에 생기는 산업재해
로 의학적, 법률적, 사회학적 인과관계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절대 유가족의 경험에 근
거한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변호사, 노무사, 의사,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의 결합 하에서만 온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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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의학적 진단과 자살사고에 대한 법률소송 진행은 제도화된 자격을 요구하기 때
문에 유족이 독자적으로 진행이 어렵다. 이에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선임하게 되고, 이들과 함께 가족의 과로자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망인이 살아생전
스스로 풀어보려 했지만 실패한, 본인에게는 너무도 버거웠던 업무과중이라는 실타래를 이제는 유가족들
이 밀린 숙제를 떠안듯 갑작스럽게 떠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한 매듭, 한 매듭을 풀어나가며 망인의 자살
은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이 정신적 이상상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인한 것
임을 증명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늘 여러모로 바쁜 전문가들은 조력자일 뿐이다. 절대 알아서 잘해주지 않는다. 현재 과로자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로자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산재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줘
야 하는 것은 온전히 유가족의 몫이다. 망인의 과로생활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유가족
이기에, 자꾸만 관련 자료를 숨기는 회사에 대응하여 온종일 아니, 꿈 속에서도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단
서는 무엇이 있을까? 이 자료를 가져다주면 도움이 될까? 망인의 목소리, 생활을 되짚으며 치열하게 고민
한다. 소장, 의견서, 진료기록감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끊임없이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하며
발 벗고 나선다. 이 때 과로자살 유가족들은‘스스로 열심히 돌아야하는 팽이’와 같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마친 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와야만 한다. 더 이상 망인이 곁에 없을 뿐이지 여느날과 같이 저녁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 하고, 혹은 자녀를 돌봐야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생활과 동시에 자살의 원인이 업무
과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육체적 피로도는 심
화된다.

자료는 결국 내가 다 정리를 해야 해요. 형부는 노무사님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깐... 회사
동료한테도 노무사님은 문자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저희는 유족이니깐 절실한데... 노무사님은
아무래도 제3자니깐...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면담하고 녹취풀고.. 그랬어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저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쪼개서 진짜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과로하는 느낌이네요.. (구술자 ㅂㄱㅇ)
저는 나무인데 제 밑에 뿌리가 참 많아요. 뿌리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산재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뿌리가 저의 양분을 뺏어먹고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지면 거기로 양분이 전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아빠 사고 이후 산재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힘들어요. 노무사님이 조언을 해주셔도 결국은 제
몫이거든요. 하루 종일 어떤 자료가 유리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는데 이 자체도 스트레스에요. 답이
없는데 그것을 찾아야 하는게 너무 어렵고, 뭐를 준비해야할지 모르니 엄마와 분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미 시작한 이상 그만둘 수도 없어요. 내 마음을 추스를 시간조차
없어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가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깐... 마음은 급한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답답해요. (구술자ㅊㅇㄱ)
산재자료 준비하느라 내 1년이 어떻게 흘러 간지 모르겠어요. 밤에도 잠이 안와요. 그래서 혼자 뒷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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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요. 계속 머릿 속에는 산재뿐이에요. 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요. 어떻게 하면 유리한
자료를 얻어낼 수 있을까.. 엊그제 정말 오랜만에 거울을 봤는데 처남 죽은 이후 산재준비하면서 많이
늙었더라고요. (구술자 ㄱㅇㅈ)
어쨌든... 내가 내 남편을 잘 알잖아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했었던 말들 기억하면서 조금
뭔가 있으면 바로 노무사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필요한
자료이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니깐.. 산재준비하랴 내 생활하랴.. 내
몸이 내몸이 아닌 것 같고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냥 나 스스로 열심히
돌아야하는 팽이같아요.. 제 자신이.. (구술자 ㅂㅎ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36조와 제37조에 따라 현재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어떤 경우이든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상태’였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유가족들은 기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더듬어 망인이 기존에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의사와의 진료일지, 투약
한 경우 약품명과 투약기관 등의 의무기록들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사건발생 전 망인의 정신적·심리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망인의 이메일,
SNS, 일기, 유서, 짧은 메모 등의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하고 가까운 직장동료 혹은 친구 등과의 면담을
통해 망인의 당시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변화, 체중 및 수면, 식이의 변화 등을 명확
하게 파악해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극심한 정신
적, 심리적 소진 역시 경험하게 된다. 증거수집을 위해 망인과 관련된 물건, 사람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떠나간 가족의 흔적들을 다시한번 만나게 된다. 충분한 애도, 충분한 생각정리를 하지 못하고
회사 측 등에 대한 의문을 가득 품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난 ‘심신 혼란 상태’에서 혼자 훌
쩍 떠난 망인과의 기억이 진하게 녹아있는 공간, 함께했던 시간, 망인의 물건,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왠지 망인이 아직도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과 기대를 가지기도 한다. 또 한
편으로는 망인이 과중하게 일하며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미안함, 죄책감의 감정이 들기
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산재 자료 준비하는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에요.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정리해야하니깐...
그냥 그 자체가 힘들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구술자 ㅂㄱㅇ)
자료를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 얼굴이 생각이나요. 또 그럼 한참을 울어요. 애기아빠 산재 자료를
몰입해서 막 생각하다보면 꿈에도 나와요... 지난 번에는 꿈속에서도 울었어요.. 힘든거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애기아빠 회사 생활 흔적 같은 것을 보면 애기아빠가 멀리 출장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빨리 이 과정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구술자 ㅂㅅㅇ)

평균적으로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산재처리 과정을 종료하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지내오면서 유가족들은 주변 외부사람들이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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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위로 간주하는 망인의 자살행위가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원인을 스스로 밝혀내며 회사 측 이해관
계자 혹은 망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강한 무력감, 죄책감을
해소해나가기도 한다.

저한테 산재인정은 늘 든든했던 아빠에게 ‘당신! 참 열심히 살았네요. 수고했어요.’라고 인정해주는
거에요. 처음에는 혼자 죽은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공부할 때마다 아빠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란 생각이 들면서... 아빠 죽음에 대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이
과정이 솔직히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나중에 아빠 만나면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술자ㅊㅇㄱ)
결국은 자료를 우리가 노무사님한테 줘야하니깐.. 형부 회사동료한테도 직접 제가 전화해서 자료
취합하고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는 형부 죽음에 나몰라라 하는 회사 동료들이 이해가 안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회사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밥그릇이니깐.. 그리고 언니랑 애기 두고 간 형부도 이해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힘들었겠구나...
(구술자ㅂㄱㅇ)

하지만 산재를 준비해나가는 시간들은 과로자살 유가족들에게 결코 버티기 쉽지 않은 ‘무거운 짐덩어리’
이다. 앞에서 언급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변호사, 의사 등 관계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질병판정위원회의‘위압감’을 버텨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심사관 혹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심
리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한 마디로 망인의 명예회복에 실패할 수 있다른 두려움과 압박감은 과로자살 유
가족들의 마음을 조여온다.

저한테 근로복지공단 심사관이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심리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노무사님이 가서 잘 말하면 된다라고는 이야기해줬는데 제가 심리 받는 그
장소의 구조 같은 것은 아무도 얘기 안해줘요. 맨 처음에 근로복지공단 심사관이 심리를 하는데 제
딸은 나가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산재 신청하는 과정을 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딸을
나가라고하는데 더 긴장되더라고요. 심사관님이 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라면서 중압감이 들더라고요. (구술자 ㅂㅎㅅ)
질병판정위원회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근로복지공단 심사관이 심리했을 때는 1:1로 했었기 때문에
질병판정위원회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저를 한 가운데에 앉히고 저를 중심으로
알파벳 U자를 거꾸로 해둔 구조로 한 15명의 위원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은 편에 사회 보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정말 딱딱하게 부족한 것만 물어본다, 질문해라,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없냐고
얘기하세요. 낯선 15명의 위원들이 남편의 휴가 날짜 등을 묻는데 마음 속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내가 실수하면 안되는데.. 말을 잘해야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힘들었어요. 12분정도
심리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의 부담감은 잊을 수 없어요. (구술자 ㅇㅎㅇ)
심사관이 7시간정도를 심리했어요. 진이 빠지더라구요. 쓰러질 것 같았어요. 모든 말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꼭 대답은 잘 해야할 것 같고 또 해야하는 말인데 자꾸만
안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는게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자꾸 우리에겐 문제가 없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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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언니와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순간 우린 잘못한게 없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심리 다 마치니깐 심사관이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지만 꼭 물어봐야하는 사항들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씁씁하고 조금은 내려놓았던 죄책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언니도 그러더라구요.
7시간동안 심리받고 나오니깐 그냥 본인이 정신 나간 사람같다고..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한지도
기억 안난다고.. 심사관 심리하고 언니는 몇 일 동안 앓았어요. (구술자ㅂㄱㅇ)
하루에도 몇 번씩 산재 신청했을 때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전화가 와요. 심할 때는 하루에 8번 전화
온 적도 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혹시나 제 실수로 산재인정에 해가 될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공단
직원에게 괜히 책잡히기 싫어서 요구하는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바로 보내주려고 노력해요. 지난번에는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노트북 켜서 자료 정리해서 보냈어요. 추가적인 자료는
어딨냐, 이에 대한 자료는 어딨냐 묻는 전화가 올 때마다 그냥 두려워요. (구술자ㅂㄱㅇ)

죽음의 형태에 따라 감정, 신체적 반응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자살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느끼는 비통
함의 정도는 자연사나 신체질병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된다. 거부, 책임
감, 죄책감 등 다른 유가족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도 나타난다. 나아가 사회적 낙인, 수치심, 당혹
감 등을 더욱 깊게 느끼며 자살 유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의 자살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며, 오랫동안 지속되게 된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너무도 명백한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그 원인을 알
기에 원인을 뒤늦게라도 해결해보고자 자신의 감정 등을 자각하기도 전에 가족구성원 과로자살사건에 대
한 산재인정 과정에서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홀로 짊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애써 다독인다. 비록 산재
인정과정이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망인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기에 망인의 명예회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마음속의 긍정열매를 싹틔우고 있는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오늘도 사회에 무
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③ 가족의 과로자살사건에 대한 산재처리 마무리 후의 ‘무거운 짐덩어리’
가족의 과로자살에 대한 명예회복 과정을 마무리 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망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이겨내야 하는가
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장례 후 정신없이 산재준비과정에서 미뤄두었던 밀린 숙제를 해야 할 때인 것
이다.

“자료 끝났어요!”라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전화왔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한 3일까지는 너무
기뻤어요. 산재준비하는 그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왔구나라는 생각.. 그런데 3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허무해요. 언니도 넋나간 것처럼 몇일을 지내더라고요. 내 마음도 허무한데 언니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산재 준비하는 내내 뭘하며, 어떻게 살았지?라고 다시 생각하면서.. 뭔가 목표를 잃은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건데.. 여하튼 산재처리과정 이후 그 결과가 어찌됐든 목표점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언니랑 앞으로 형부 없이 어떻게 살지, 우리
지민(조카)이는 어떻게 키워야할지 고민해요. (구술자ㅂ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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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결과는 그것이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유가족들의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로자
살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산재유족보상연금 등을 수급 받지 못하게 되어 자연스
레 경제적·생활적 여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7%, 여자는 53.3%였고, 1년 후인
2018년 7월에는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1%, 여자는 53.5%였다.137)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
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은 사망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산업재해분
석」에 따르면 소위 과로사망138)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 사망재해 현황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
히 높은 사망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총 300건(100.00%) 중 남성은 271건(90.33%), 여성은 29건(9.67%)이었다.
나아가 동 자료에 따르면 보통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이라고 볼 수 있는 35세이상 60세 미만의 뇌·심혈관
질환 사망재해자는 약 75%(35세~39세 9.33%, 40세~44세 15.67%, 45세~49세 15.33%, 50세~54세 19.67%, 55
세~59세 15.00%)로 과반 수 이상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루아침에 가장으로서의 아빠를 잃은 유
가족들이 많을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경제적 의존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산업
재해 신청과정 및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직면한 후 펼쳐지는 현실은 바로 ‘경제적 생활여건문제’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생활여건문제는 산재불승인이라는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조차 망설이
게 한다.

산재 결과 기다리면서 공장을 알아봤어요. 물론 산재 준비하면서도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긴했어요.
학교 급식소에서.. 근데 그때는 산재 준비해야한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일자리 찾는 것을 미뤄뒀거든요.
평생을 주부로 살았던 제가 어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장을 알아봤죠. 어쨌든 중학생 우리 딸은
키워나가야하니깐... (구술자ㄱㅈㅎ)
남편 죽고 산재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벌던 돈이 많아봤자 150만원선이니깐.. 돈
쓰던 풍월이 있는데 남편 죽고부터는 모든 소비를 미루는거에요. 진짜 막막했어요. (구술자 ㅂㅎㅅ)
딱 산재 신청서 내고 나니깐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장례 마치고 산재 준비하는 과정에는
그것만 생각하느라 몰랐는데.. 이젠 내가 우리 아들을 혼자 키워야하잖아요. 하나는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일 해야 하는 지금 이 음식점을 그만해야 할 것인가, 만약 그만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벌 것인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는 남편이 하도 가정적이라 아들 양육문제를
도와줬는데 우리 아들이랑 목욕탕은 누가 가주나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고민이에요. 아들과는..
이제 아빠의 역할도 제가 해줘야하니깐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재구성하고있다고 해야하나.. 그러고
있어요. (구술자 ㅂㅅㅇ)

137) 2018년 7월 고용동향, 통계청 홈페이지,
138) 현재 국내에서는 자살에 대한 산업재해인정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업무 스트레스 등 과로와 관련한 기준이 존재하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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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났다고 노무사님께 들었을 때부터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았어요. 아들 딸 시집 장가보내려면..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간간히 알바하고 집에만 있던 제가 남편처럼
벌어올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가 쉽겠어요? 소송진행도 무서운데.. 지금 나도 직장생활하느라 힘든데...
어쨌든 지금 생활비를 벌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잖아요. 근데 소송도 병행하려니.. 쉽게는.. 못하겠어요.
(구술자ㅇㅎㅇ)

산재가 불승인 된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좌절감, 더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망인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회사가 아니라는 결과물이기도 한 산재 불승인은 과로자살 유가족들에게는 매우 치명
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면, 망인의 자살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인가? 라는 자책으로
자연스레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망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실패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산재를
준비했던 과정에 대한 허탈함 역시 가지게 된다.

딱 불승인 통지를 받으니깐 내 딸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빠를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된거니깐... 딸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산재 준비하면서는 쫌 이
죄책감을 벗어던지려 노력했어요. 회사가 죽였다고 인정하는 과정이었으니깐... 근데 그래? 회사가
죽인게 아니야? 그럼 왜 내 남편이...? 결국 내가 문제인가?.... (구술자ㅇㅎㅇ)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망인의 자살에서 비롯된 죄책감 즉 자신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강
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망인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열
심히,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여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며 망인이 없는 삶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간다.

우리는 불승인이 났잖아요. 그런데... 음...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산재 신청 했을꺼에요. 이 과정이
진짜 지치는데 그래도 남편이 자살했다는 것이 결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밝히려고 했던
이 노력들을 남편이 보고 좋아했을꺼에요. 소송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후회는
없네요. (구술자ㅇㅈㅎ)

그렇다면 산업재해로써 승인된 과로자살 유가족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과한 불편함’이다. 산재에 승인되어 유족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제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
지만, 이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망인의 자살이 회사의 타살이었음을 입증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망인과 돈을 바꾼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먼저다. 유족보상연금이 들어오는 날마
다 찾아오는 과한 불편함과 함께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본인만의 마음의 성을 더 단단히 잠궈버린다.

남편이랑 이 돈이랑 바꾼 것 같은 거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지
왜 그랬어라고 혼자 중얼거려요. 그래서 이 돈을 잘써야겠는데.. 라는 생각에 늘 긴장이 돼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유족연금 받으니깐 좀 생활이 나아졌지라고 물어보는데.. 이 마음을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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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겠어요. 생활이 나아지는걸 느낄 새 없이 내 마음은 점점 아파지는데... (구술자ㅂㅎㅅ)

망인의 죽음에 대한 물질적, 경제적 보상으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망인 없는 생활영역에서의 어지러
움 역시 유가족에게는 무거운 짐덩어리이다. 어린 자녀에게 망인의 과로자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
는지, 망인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등 가족구성원의 부재, 가족해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짐덩어리이다.

<그림 10-2> 과로자살유가족 이혜원(가명)씨가 과로자살 산재인정 후 적은 메모일기

자료: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모임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산재 승인을 받든 불승인을 받든 결과를 받고 난 후 공통적으로 과로자살 유
가족들은 망인의 과로자살 이후 자신들만의 삶을 다시 재계획하는 순간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산재인정결과와는 별개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은 생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되어 이처럼
유가족들이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자살을 피해야하는 어떠한 것으로 바라
보고 금기시하는 태도가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망인의 과로자살 사건을 바라보는 외부자의 시선은
여전히 뜨겁게만 느껴진다. 이에 유가족들은 정작 자신의 막막한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곳이 전혀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외부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주변 사람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나누지 않은 채 스스로를 가둬 놓는다. 산재처리 후에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본인만의 마음
의 동굴 안에 들어가 자책감, 비통함 등을 혼자서 삭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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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남편이 그렇게 된 걸 아니깐 제가 안쓰러웠나봐요.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힘든 거 몰랐냐고 묻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난 여전히 힘든데... 내 맘을 누가 알까? 란 생각 들더라고요. 산재 인정받으면 좀 나을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구술자ㅂㅎㅅ)
요즘 사람을 안만나요. 이제 꺼려져요. 사람만나는게.. 다 결과 물어보잖아요. 산재 어떻게 됐냐고.
그게 정말 스트레스에요. 어쩔 수 없이 안됐다고 결과 말해주면... 시선이 달라져요.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쫌 나를 불쌍하게 보는 느낌? 그러니 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거에요. 사실 내 마음은 폭폭해
죽겠는데... (구술자 ㅇㅎㅇ)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산재처리 과정을 마무리 한 후 예전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노력하지만
일상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마음까지 안정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남아있는 가족들과 서로
위로와 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양가적인인 행동을 하게 된
다. 즉 심리적으로는 아직 미처 떠나보내지 못한 망인에 대한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몰입하며 망인의
죽음에 대해 계속 탐색하는 행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슬픈 감정, 그리고 본인
역시 자살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까스로 버티어가며 남은 가족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새로운 삶을
일궈가는 과정에서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사회에 간절하게 무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남편 산재 승인된지 이제 4개월째인가요? 산재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마음이 편할까 싶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네요. 산재 딱 처음 인정받았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했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니 남편한테 미안하고.. 슬퍼요. 몇일 전에 제가 다니는
한약국에 갔는데 마음에 기운이 하나도 없데요. 계속 이러면 우울증 올 꺼라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자책감도 드니깐 사람들한테 당당해지기는커녕 내 마음 다스리기도 여전히 힘드네요.
(구술자ㅂㅎㅅ)
산재 불승인... 글쎄요.. 소송을 해야할지는... 그냥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무거워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구술자 ㅇㅎㅇ)

(2) ‘무거운 짐덩어리’를 덜어놓고 있는 일본 유가족 모임
그렇다면 이러한 과로자살유가족들의 ‘짐 덩어리’를 덜어낼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유가족모임’이다. 이
웃나라 일본의 경우, 과로자살 이후 남겨진 자들 즉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똘똘 뭉쳐 활동하고 있는 모임
이 존재한다. 공식명칭은 ‘전국과로사를생각하는가족회(全国過労死を考える家族の会)’이다. 이 모임에는 약
300여명의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이 가입되어있다.
1981년 7월 오사카에서 과로사·과로자살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 유족, 변호
사, 의료관계자 등 55명이 참가하여‘급성사등’산재인정연락회(過労死弁護団全国連絡協議会)가 결성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이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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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에는 나고야, 도쿄, 교토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9년 각 지역 모임의
제안을 계기로 1991년 11월 22일 근로감사의 날(勤労感謝の日)을 앞두고 전국 조직인 '전국과로사를생각하
는가족회'라는 유족모임이 결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살 유가족들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섣부른 위로나 조언은 오
히려 유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자살 유가족들은 다른 사람을 회피하고 수치감, 분
노, 무력감, 단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호수에 깊게 빠지게 된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편견적인 태도나 낙인을 찍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 감정 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어떠한 태도가 중
요한데, 자살유가족이라는 공통점으로 이루어진 유가족모임에서는 자연스레 이러한 역할이 이루어져 효과
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139)‘과로’라는 자살의 원인마저 같은 사람들의 자조모임인 일본의 과
로자살유가족모임 역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① 전화상담: 유족모임을 통한 과로자살사건에의 전략적인 초기대응
지역별 유족모임 간사들이 존재하며, 간사들은 전화번호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처음 과로자살 사건을
경험하게 된 유가족이 상담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로자살의 경우 일반적인 자살과 달리, 자살죽음 이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들의 투쟁이
뒤따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과로자살 사건을 맞닥뜨린 유가족은
정신없이 장례부터 치르게 된다. 그리고 나면 사람이 멍해진다. 평소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던 망인
의 모습이 떠올라 어딘지 찝찝한 마음이 들어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
른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건지, 회사를 찾아가야 하는건지, 정부기관을 찾아가야 하는건지 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유가족들은 답답할 뿐이다. 유가족들에게는 일면식 하나 없는 변호사 혹은 정
부기관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망인의 과로자살사건에 대해 세세히 이야기 하는 것도, 분노감을 억누르고
회사를 찾아가는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
면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조금 더 편하게 연락을 취하게 되며, 유족모임 간사들은 본인의 경험에 기반 하
여 앞으로 어떻게 과로자살 사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해줌으로써 개별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초조감이 아닌 안도감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발
빠른 초기 대응을 가능케 하며, 산재인정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는 초입에 들어선 유가족에게 감정적 격려
와 동기부여를 해주게 된다.

139) Gary W. Mauk, Claudia Weber. (1991) Peer Survivors of Adolescent Suicide: Perspectives on Grieving and
Postven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 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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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모임이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알고 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창피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낯선 그리고 언제나 바빠 보이는 변호사에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잠깐 무료상담이 가능합니까? 제 아들이 과로자살 당해서 괴롭습니다라고 용기 내 묻지 않아도..
유가족모임의 가족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하고 외로 받을 수 있었으며 적극저인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주셔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유족모임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들의 자살이 산업재해일까라는 의문만 가지고
살았을꺼에요. (구술자 ㅎㄱㄹㅅ)
2011년 겨울 휴가 중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유족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이후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고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건 더욱 꺼려졌습니다. 그냥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모임 홈페이지에는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친절하게 과로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올려놓아주셔서 정말 참고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4개월만에 늦게
유족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정말 우리같이 사건을 갑작스럽게 당하는 경우는 유족모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술자 ㅇㅌㅋㄹ)
저는 다른 유족들의 산재인정사례에 엄청 격려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격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지.. 오늘은 그것을 다른 유족들에게 배우고 싶어서
유족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물론 전문적인 부분을 알려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자료를
내가 변호사님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이 없었으면
저는 산재인정을 위한 싸움을 시작 안했을 것입니다. (구술자 ㄴㅅㅇㅋ)
처음 남편이 과로자살을 했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몇 일을 집에 은둔하고
살았습니다. 패닉이었습니다. 딸이 과로사라고 검색했고 유족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바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른 선배 유족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제 옆에서 과외 선생님처럼 알려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구술자
ㅌㄹㄴㅅ)

② 일상적인 연락 및 공동양육, 1박2일 캠핑: 유족모임을 통한 심리적 지원
지역별 유족모임 지부가 존재하며, 친구 혹은 가족에게 연락하듯 서로 간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한
다. 나아가 공동양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 다 함께 낚시, 스키 캠핑을 가기도 한다.
아빠 혹은 엄마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빈자리를 서로가 채워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의 과로 자살이라는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입
장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과 일치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감 및 지지를 얻게 된다. 분명한 점은 다른 유
족과는 달리 과로 자살 유가족들은 이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타인이 “용기내요. 괜찮을꺼에요!”라고 한다면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당신은 경험해보지 않았잖아!”라
고 반응할 수 있지만, 유가족들 간에는 같은 경험을 나아가 같은 감정을 경험해본바 더더욱 심리적 지원
이 돈독해지며 과로자살 사건 이후의 복합적인 감정에 대한 대응·치유가 이루어진다.

유족 모임에 와서 각각의 유족들이 다양한 고통, 슬픔을 지니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씨(유족회 회원)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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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어떻게든 직접 미음의 병을 처리해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이 곳에서 다른 유족
분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구술자 ㅌㄹㄴㅅ)
가족(유족)분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듣고 아~ 나랑 똑같네.. 나랑 진짜 똑같네라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문득 웃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구술자 ㅌㅋㅁㅌ)
씩씩한 얼굴로 외출을 해도 당신이 지금 어떤지 안다라고 누군가가 위로를 해줘도 대체
뭘알아?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외의 사람에게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구술자 ㅇㅋㅁㅌ)

특히 과로자살 유가족들은 유가족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망인의 과로자살사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
유가족들은 자살한 망인에 대해 자연스레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되며,‘망인이 결코 우릴 버린 것은 아닐거
야’와 같은 질문을 혼자 되새기며 망인의 자살사건에 대해 합리화한다. 또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과로’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깨닫고, 망인의 자살에 대한 원망, 섭섭함의
감정을 안타까움과 애뜻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JR서일본에 다니다가 남편이 자살했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 모임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시는 여러 가족 분들도 열심히 과로자살 문제에 대하여 공부해왔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죽음을 부끄럽게 여긴 부분도 있었고, 내
책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의 사건에 대하여 말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술자
ㅎㅋㅁㅌ)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의 자살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우리를 두고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마음이 해방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살한 남편이 많이 안타깝고, 이런 일이 그만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뿐 입니다. (구술자 ㅇㅌㅋㄹ)

과로자살 유가족간 일상적인 소통은 유가족 홀로 묵묵해 해나가야 하는 고독한 전반적인 산재신청 과
정에 있어서 서로를 독려해주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저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사는 유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ㅇㅇ씨가 “이것은 패소가 아니라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바뀌게 되어서 패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다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술자
ㅎㅅㅁㅌ)
재판 과정에서 저는 계속 많은 가족들과 전화를 하며 관련된 정보를 나눴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하며 지내며 서로를 위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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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승소했고, 이 모든 것은 동료 유족들 덕분입니다. (구술자
ㅅㅌㅁㅁ)

③ 1박2일 학습회: 유족모임을 통한 지식 획득
일본의 유가족모임은 1년에 한 번 1박 2일 학습회를 진행한다. 전국의 과로죽음 유가족, 연구자, 기자,
변호사, 의사, 심리상담가, 단체 활동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 함께 숙박하며 과로죽음에 대한 학습
을 진행하는 것이다.
유족들은 같은 일을 경험한 타인으로서 다른 과로자살 유족 및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학습회에서 교류
함으로써 망인의 과로자살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써 과로죽음에 대한 법학적, 사회학적, 의학적 지식을 꾸
준하게 습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로죽음에 대한 투쟁을 변호사, 활동가 등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닌, 개
별 유가족들 스스로가 과로죽음에 대한 투쟁의 주체로 포지셔닝하고 습득한 지식에 기반하여 망인의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과로자살에 대한 승소율 등도 높이며 설사 패소하게 되어도 학
습회를 통해 습득한 과로자살에 대한 법학적, 의학적, 사회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개별 유가족들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게 되어 명예회복에 실패했다는 망인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 등의 감정적 동요가 상대적으
로 덜하게 된다. 나아가 학습회에서 서로 간의 과로자살을 둘러싼 경험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본인의 상
황을 더욱 객관화하고 앞으로의 맞닥뜨린 과로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원칙과 구체적인 대응방향, 목표 지
점을 공유하게 된다. 즉 과로자살사건 대응에 대한 체화된 지식을 과로자살 유족 간에 공유하는 한편, 어
떻게 당사자 기업을 압박해 나갈지 등 경험적인 원칙을 공유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족회에 매번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입니다. 남편의 과로자살에 대한 재판을 변호사에게만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인정을 받아도 그다지 기쁘지 않을 것이고, 패소를 해도 대체 왜
패소했는지 억울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할거에요. 그러나 유족회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과로자살이 넘쳐나는 일본사회를 공부함으로써 내
사랑하는 남편을 비로소 이해하고 앞으로 내가 아니 우리 유족들이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술자 ㅌㅋㅁㅌ)
유족회의 학습회, 세미나는 다른 가족들이 이미 겪었던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저는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지만 공부하면서 열심히
해나갈꺼에요. 이번 학습회에서 공부를 같이 해보니 왜 저희 변호사가 (해당)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느껴져서 열심히 자료를 구할 예정이에요. (구술자 ㅌㅋㅁㅌ)

➃ 과로사방지법 제정: 유족모임을 통한 법·제도 개선
일본에서는 2014년 6월 27일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과로사 방지법)(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이
입법되었다. 동법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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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사업주 역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
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협력하도록 힘써야 하며, 국민도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하도록 힘쓰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각각의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둘째 국가는 민간
단체가 행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야하며, 셋째로 과로사, 과로자살 등의 위험을 느낀
근로자가 조기에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창구를 민간과 연계하여 정비해야하며, 마지막
으로 과로사, 과로자살 방지를 위한 계발(교육 및 홍보)을 도모해야한다.140) 이는 일본의 과로사 유족회가
해낸 일이다. 과로사방지법은 노동 관련 입법 중 유일하게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요청된 것으로 국회의원
의 100% 찬성을 받아야만 제정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일본 유가족모임이 주축이 되어 2013년 11월부
터 2014년 5월까지 집중적으로 연 3회 집회를 여는 등 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일본유족모임 대표 테라니시씨를 중심으로 의원실에 직접 찾아다니며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
했다. 물론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기 위해 변호사 단체, 교수진 등과 함께 했지만, 진정한 과로사, 과로 자
살에 대한 실태 설명, 산재 신청의 어려움, 인정받기의 어려움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
는 유족만이 할 수 있는바 유족회 회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결국 의원들은 유족들의 호소를 듣고 심각성
을 인식, 100% 찬성을 받아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이뤄냈다.
과로자살유족들은 유족모임 활동으로써 과로 죽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의 당사자로 조직화
되는 전후 과정에서 의식의 전환을 맞이한다. 즉 개별 과로자살 유족들은 가족의 자살이라는 사건 및 이
후 재판에서의 패소 등으로 슬픔, 분노, 절망감, 수치심 등을 느끼며 가족의 죽음을 매우 어렵게 받아들이
고 있었지만, 유족모임의 유가족들은 개인화되었을 때보다 집단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겪은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목소리 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과로죽음예방 등을 위한 법,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아 법, 제도 개선이 된다면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재판과 방송 보도를 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기는 유족 모임
덕분입니다. 제 얼굴을 밝혀서라도 우리 아들 같이 과로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술자 ㅎㄱㄹㅅ)
산재로 제 남편의 자살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유족모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승소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남편과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른
유족들을 보니 “그래! 이들과 함께라면 끝까지 싸워보자!”란 생각이 들었고, 이젠 남편 산재를 위해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140) 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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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것이 아닌 일본사회에 과로사와 과로자살문제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회
가족들과 함께라면 저는 두려울 것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구술자 ㅅㅇㄹㅋ)

(3) 일본 유가족이 한국 유족에게 보내는 메시지
과로자살은 아이러니하게도‘자살’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타살’이다. 온전한 개인심리적 요인이 아닌,
장시간근로, 무분별한 성과압박인사노무제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에 과로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과로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
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
의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유가족모임의 활동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지배관계를 기초로 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써 과로자살은 당
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바 유족과 유족 단체 활동이 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로자살 유족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과연 과로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유족들이 함께 모여
커다란 하나의 기점이 되어 과로로 망인이 된 가족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보상요구나 추
가적인 문제제기를 했을 때야 비로소 과중한 업무에 기반한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과로
자살을 유도하는 사회 전체적 제반사정을 고려한 문제 설정 및 해결방향이 모색될 것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법,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의 유
가족모임은 한국의 과로자살 유가족들에게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어쩌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당신들의 가족의 과로자살 사건에 사
회적 함의를 담아 사회적 문제로써 과로자살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이다.
다음은 일본의 ‘전국과로사를생각하는가족회(全国過労死を考える家族の会)’의 대표 테라니시 에미코(寺西
笑子)가 한국의 과로자살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번역한 내용이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의 테라니시 에미코 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21년 전에 과로자살로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한 가족, 남편을 자살로
잃어서 당시에는 충격이 컸었는데 1년 뒤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위로부터 격려를 받아서 제가 앞으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도 지금 소중한 가족을 잃고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야 말로 서로 격려하며 지지해 나갈 수 있는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로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사회를 바꿔나가는
행동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서로 격려해가며 일하기 편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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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

(1) 들어가며: 요약
(2) 국가의 자살예방정책
(3) 과로자살의 법적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자살.
(4) 프랑스 텔레콤 사례를 통해 본 ‘경영상의 학대’에 따른 노동자 자살
(5) 과로자살을 통해 다시, 과로를 생각한다.
① 과로자살의 인정과 배제의 변증법
② ‘집단’으로서의 과로자살, 그리고 과로

(1) 들어가며: 요약
‘과로사회’, ‘자살공화국’ 두 단어는 IMF 위기 이후 지난 20여년 간의 한국사회를 규정짓는 단어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과로자살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뒤늦게 당도했다. 왜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자살을 선택
하는 혹은 선택당하는 일에 대해 개인적인 자살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왜 우리는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자살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과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자살과 과로에 대한 통념은 두 사회적 현상에 대한 본질적, 정치적 사유를 가로막는다. 우리사회는 자
살과 과로에 대해 현실적 이해(‘어쩔 수 없잖아’류의 생각들)를 가장한 체념과 냉소로 인해 마치 그것이
우리 본래의 본성인 것처럼 간주해버리고(“일중독DNA를 장착한 한국인”), 정치적 사유를 억압하는 한에서
만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최근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과로자살이라는 일본
사회에서 발명된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때 이른 개념이거나, 아니면 때 늦은 개념이다. 과로자살이 과로의
한 극단으로, 예외로 간주된다면 과로자살이 가지는 그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기 전에 이 역시 하나의 통
념화된 개념으로 한 때의 미디어가 생산해낸 신조어의 하나로 등장했다가 사라질 것이므로 과로자살은 또
다시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을 우회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과로자살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도착하지 않은
개념이자, 이미 한국사회에 일반화된 일상으로 흡수될 것이다.
이 글은 과로자살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로와 자살이라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방대한 연구가 필요한
개념을 동시에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로와 자살이 교차하는 사건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과로를 매개한 자살’보다는 ‘자살을 매개한 과로’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 이 글의 주제다. 특히
과로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추상적으로 사회에 만연한 현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가라는 적극적 행
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과로자살이라는 일반적 현상이 어떻게 비가시화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백서’에서 국가가 자살을 의미화하는 맥락을 따져보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과로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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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특히 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최근 대법원 판례사이의 불일치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국가는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2004년부터 수립해왔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선포하고 2022년까지 자살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자살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자살의 지역별, 성별 등의 특징들을 유형화해 타겟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예방
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살을 선택하는 인구집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인
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타겟 전략은 자살에 이르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
살이라는 현상의 완화를 목표한다. 이때 국가는 자살을 사회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개인
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개입의 일환으로 예방전략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자살은 정신적인 것으로 간
주되며, 우울증 등 심리치료의 문제를 예방의 차원으로 부각하게 된다. 이로부터 자살이라는 결과에 따라
원인은 다시 재구성되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것이자 정신의 비정상적인 일탈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 즉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구별하는 준
거가 어떻게 의미화 되었는지와 연결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
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과로자살은 법에서 원칙적으로 수
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신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렇
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법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다. 최근의 대법
원 판례 경향은 기존의 판결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해 과로로 인
한 자살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왔던 것에 비해 인과관계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로부터 쟁
점은 법에서 정하는 자살에 대한 정의이다. 기존의 법에서는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
시 ‘정신 이상 상태’를 매개로 ‘업무->정신적 이상상태->자살’이라는 이중의 인과관계를 통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법이나 정책을 통해 자살을 ‘정신이상 상태에서 행하는 자해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자살을 사
회적, 정치적 맥락과 분리하여 개인화하며, 예외적 일탈로 간주하게 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핵심적인 장
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가 되며, 과로자살은 과로가 일반화된 사
회에서 예외적인 일탈로 간주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자살을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배제한다. 즉 국가가 과로자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배제가 된다. 인정의 형식을 띈 배제의 핵심에는 과로는 일반적인 것이지
만 과로자살은 병리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있다. 이들은 과도한 착취를 견뎌내지 못
한 심약한 자기원인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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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과로자살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자살이라는 현상이 지시하
는 원인은 심리적이거나 개인적 상황이라는 것을 넘어 ‘과로’라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지목한다. 이는 과로
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국가가 자살이라는 현상에 중립적으로 개입하는 것의 맥락을 해체한다. 둘째. 과로
자살은 과로상태와 자살상태의 외연을 교란한다. 자살에 대한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원인들은 더 이상 말
끔하게 규명될 수 없다. 과로상태의 일반화된 조건은 이제 과로자살의 예외성을 조건 짓는 핵심적인 원인
이 된다.
이 글에서는 과로자살을 신자유주의와 불평등, 그리고 과도한 착취의 병리적 결과로 간주하기보다는 하
나의 ‘집단’으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장시간 동안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과로자살은 더 이상 병
리적이거나 예외적 일탈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로자살이 과로사회에서 거시적, 미시적 국가장치들에 의해
재생산된다면 이들의 존재는 사회의 바깥이 아니라 사회 안에 존재하는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
설적이게도 자신의 비존재를 존재의 조건으로 갖는 과로자살이라는 집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과로의
문제를 각성하게 한다.
과로자살은 국가에서 분류하는 자살유형이나 과로유형의 하나가 아니다. 과로자살은 자살이라는 ‘행위’
의 범주를 넘어 자살의 원인으로 과로를 지목하고, 나아가 과로가 발생한 장소를 사건의 현장으로 사유하
게끔 한다. 따라서 자살을 행하는 장소, 자살방법, 자살자의 성별과 나이라는 분류는 과로자살의 원인과
특징을 설명할 수 없는 범주들이다. 이 글의 목표는 “과로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과로의 장소를 지목한다”
는 점을 밝히고 그것이 다른 여타의 자살과 달리 과로자살을 인식해야하는 출발점이자 결과라는 것을 밝
히는 것에 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발생적 장소를 지목하는 것은 과로자살이 현상(결과)가 아니라 하
나의 집단으로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그 발생의 원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지목하는 장소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장소이며, 자살이라는 사건은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시화시키는 최초의 증언이다.
과로자살을 지금까지의 제한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 보다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과로와 과로자살과의 관계를 다시금 묻게 한다. 과로사회에서 과로자살의 인정은
일반화된 과로를 배제할 수도 있고 과로를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재정의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것은 법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다. 과로자살을 정치화시키기 위해서는 과로자살을 사회적이고 병리적인 결과로 간
주해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증언하는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의 자살예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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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예방에 국가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다.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 중 최고
의 자살률(23.3%)를 기족하게 되면서다. 이듬해(2004년) 보건복지부는 2010년 까지 자살사망률을 2003년 대
비 20%감소시키고, 자살 시도율 및 자살 충동률을 2001년 대비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살
예방대책5개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
성하는 것과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지침을 보급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예방지침서 보급과
우울증 및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하는 것이다.141)
즉 국가는 자살에 대한 개입의 초기부터 자살을 의료적 문제로 간주하며, 자살 위험에 대한 병리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8년 <제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에서는 한국사회 자살의 특징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7년 경제위기 및 03년 신용카드 문제 등을 기점으로” 자살이 급증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보건복지부, 2008: 1). 또한 2004년 이후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했
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때부터 매년 발간하는 <자살예방백서>는 자살
실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자살의 유형별 분석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한국사회 자살의
특징으로 지목한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의 약화, “경쟁심화로 인한 상대적 스트레스의 증가”의 문제는 본
격적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고 대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가’의 요소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
화되어 분석되고 있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빈곤이 자살예방백서의 통계를 통해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자살과 경제적
원인과의 관계를 자살을 둘러싼 원경(遠景)으로 배치될 뿐이다. 이는 자살을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
들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의 불일치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의도된 불일치이기도 하다.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3년은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사안을 넘어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문제로 등장한 시점과 일치한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전사회적으로 전가하면서 삶의 조건을 개별적인 생존전략으로
전가했다. 2003년은 신용대란이 일어난 해이며, 4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등장한 해이다. 당시 언론에
서는 신용불량자를 도덕적 해이로 몰아부쳤지만 이때 신용불량의 원인이 카드신용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소비와 투기 때문에 개인이 부채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 줄어든 소득을 카드 신용
으로 메꾸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것이다. 물론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던 자살율을 견인한 것인지는 그
어느 통계로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2003년 이후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이 곧바로 개인의 생존위협으로
전환된 두 양상으로 신용불량자와 자살률은 동일한 사회적 원인을 지목한다.

141) 정승화,

「자살과 통치성: 한국사회 자살 담론의 계보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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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의 자살예방대책은 이러한 사회적 원인에 대한 해결보다는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와 우울증 등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에만 맞추어져 있다. 또한 자
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분류하여 집중적 관리를 시행함으로서 자살자 감소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림 9-1> <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살예방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

2003년 이후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고유한 선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이고 사회적인 사실로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사실로, 국가가 개입해야할 과제로 인정한
다고 해서 자살을 사회적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IMF 위기 이후의 자살이 모두 경제적인
원인으로 환원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원인을 배제하고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즉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부재와 노동의 불안정화, 그리고 과도한 착취가 노동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자본에 대한 규제를 배제한 채 자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7년 자살예방백서>에서는 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집중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획기적인 자살률 감
소를 위한 자살위험단계별 구체적 접근을 하고자 하며 자살률 감소를 결정하는 핵심 중점은 ‘노인 자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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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우울증 조기발견’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 147).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중에 자살예방 차원에서 집중관리되어야할 대상은 노인과, 자살시도자, 그리고
우울증이다. 자살을 인구학적 특성으로 환원하게 되면 자살에 대한 사회적 맥락은 탈맥락화된다. 자살은
IMF 이후 한국사회의 특성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특정 인구의 예외적이고 병리적 현상으로 전환된다.
국가는 <자살예방종합대책>을 통해 자살을 더 이상 개인적인 특성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개입
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2003년이 지시하는 한국사회의 시간과 공간의 정세적 조
건을 은폐하며, 나아가 국가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주도적 행위자였다는 사실을 비가시화시
킨다. 자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인정과 개입은 자살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금기를 도덕적으로 터부시하
는 것을 넘어 국가가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인정하고 예방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이해
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자살’이라는 특징을 탈정치화시킨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자살의 원
인에서 스스로를 삭제하며 자살이라는 현상에 대한 중립적 개입의 전략을 취한다. 이것이 자살예방대책이
가지고 있는 국가개입의 의도다.
국가는 자살예방대책을 통해 무엇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자살하지 않는 ‘정상적 시
민’이라는 규범을 재생산하는 것인데, 이때 자살자라는 국가에 의해 인정된 ‘지위’는 역설적으로 근대 자유
주의 국가에서 온전한 시민자격의 예외이기 때문에 획득된다. 시민이라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지위는 자유
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지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평소에 시민이라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는 시민의 자격은 “티 나지 않는(unmarked) 규범”142)인 셈이다. 우리는 정상
적인 시민으로 분류되지 않을 때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 범죄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국가에 의해
규정된다. 흉악범이 흉악범이 아닌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면 흉악범은 국
가에 의해 창조된 법적 지위이다. 자살자 역시 자살을 행하는 사람들의 인간학적 특성(우울증, 노인 등)이
원인이 아니라면 오늘날 자살자에 대한 지위는 국가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자살이라
는 현상이 새롭게 창출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살자와 살아있
는 자, 살고 있는 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구분위에 ‘순진하고 우연히’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과로와 자살이 일반화된 사회에 ‘정상적 시민’의 규범이란 무엇을 의미하
는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별칭이 되어버린 ‘과로사회’와 ‘자살공화국’은 한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142) 레너드 C. 펠드먼,
그린비, 2016, 353쪽.

「지위 부정의」, 낸시 프레이저 외 지음,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문현아, 박건, 이현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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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이다. 하지만 과로와 자살은 모두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을까? 그렇
다면 왜 국가는 ‘자살예방계획’과 함께 ‘자살예방계획’을 5년마다 갱신하고 수립하지 않는 걸까?
다음 장에서는 최근 과로자살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루면서 국가가 과로를 다루는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한다.

(3) 과로자살의 법적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자살.
과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회자된지 오래지만 법은 과로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단어가 과로로 인한 재해
의 법적 규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일환으로 자살을 어떻게 위치
짓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
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망은 자살이 아닌 죽음을 의미한다. 37조 제2항은 자살을 업무
상 재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
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즉 자살은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자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
로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는데,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
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36조는 세 가지 경우에서 과로자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
우(제1호), 2) 업무상의 지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지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
를 한 경우(제2호), 3)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3호) 의 세 경우이다.
종합해보면 산재보험법에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시말해 자살이 과로자살로 인
정되려면 첫째,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이상 상태’가 발생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정신이상 상태’로 인해 자
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중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이상이라는 상태를 매개하지 않은
과로자살은 법적으로 성립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과로자살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부정하기 위한 법에 가깝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과로자살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로자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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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서 자살을 재해로 신청한 사례는 2005년 3건에서 2012년 5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산
재보험법에서 과로자살을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략 두 가지의 쟁점이 도
출된다. 최근에 늘어난 과로자살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첫 번째 쟁점은 어떤 기준으로 과로를 규정하고 나아가 과로로 인한 자살을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2007년과 2011년의 대법원 판결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
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우울증”(대법원 2007두2029 판결, 2011두24644 판결)을 들고 있다. 즉 과로
자살의 기준은 ‘사회평균인’이다.
‘사회적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과로’란 무엇일까? 법원 역시도 의학적, 과학적 근거로 입증되어
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사실 이는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 아닌가.), 불안정노동 사회에
서 과로를 일상적으로 견뎌내고 있는 상태란 과로를 과로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적으로 신체와 정신이
손상되고 있는 것을 자연적 노화라고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러한 문제는 최근 판례에서 “자살 또한
재해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1두3944 판결, 2011두11785 판결) 해야 한다는 입장이 증가하고 있다.
즉 노동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과로의 양상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부상이나 뇌심혈관계 질병 등으
로 나타날 수 있고, 과로사나 과로자살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동조건이 사회적
평균보다 과도한가의 여부보다 개인적 특성과 개별적 조건들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로의 질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김형렬 교수는 현재의 과로 노동시간 기준인 60시간 대신 ‘52시간’을 제시한다. 일단 시간부터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간을 예시적 기준으로 둘 것을 이야기 한다. 52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과로인 것이고 52시간 이하라면 노동강도와 스트레스 등 다양한 환경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과로의
질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노동부에 관련 지침까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143)

둘째 쟁점은 정신이상상태를 매개로 업무와 자살을 연결짓는 ‘이중적 인과관계’의 문제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살을 정신이상 상태에서 행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자살은 기본적으로 재해라기보다는 자발적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이다. 하지만 이는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노동관련 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순에서 기인한다. 자살에 대한 통념이 과
로자살에 대한 일반적 규정의 토대가 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법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못하게 된
다.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일반적인 법적 규제와는 달라야 한다. 노동법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
시민이라는 전제, 즉 근대 자유주의국가의 전제 위에 성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한 시민이 되

143) 오마이뉴스, “주 60시간 미만 근무도 ‘과로’일 수 있다.” 201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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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이념을 토대로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시민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
로 평등하지 않다는 현실적 전제를 인정하는 한에서 노동법은 성립된다.
다시 말해 작업장에서의 자살은 자유로운 시민의 자발적인 자해행위가 아니라 이미 노동에 대한 결정
권이 기업에 속한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한 임상연구들은 직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거나 낮은 직업을
가진 경우 및 높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자살율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박창범, 2016).
또한 ‘정신이상’이라는 결정적 매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정신이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각한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자살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진료를 본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상당수가 두통이나 어깨통증, 설사, 변비, 허리통증 등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했고, 이런 증상으로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과의 진료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임상연구 보고서도 존재한
다.

일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한 2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68%가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두통이나 어깨통증, 설사, 변비, 허리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1%이었다. 이런 증상은
주로 직원이동 2-3개월 후 발생하였고 자살하는 시점까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중
45%만이 자살전 흉통이나 복통, 열감 등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의사를 만났지만 어느 누구도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정신과의사와 면담하거나 입원한 것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박창범, 2016 : 300)

비록 일본의 사례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 여부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적 정책이나
혹은 국가가 재생산하고 있는 자살과 우울증 혹은 자살 위험의 병리학적 담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정신이상에 의한 자살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자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의 근거가 노동법의
특수성에 기반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자살을 다루고 있는 통치술의 연장선에서 법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상에서 자살을 ‘절망자살’과 ‘청산자살’로 구별한다. ‘절망자살’의 경우 정
신적 질환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경우, 즉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경우를
지칭하고, ‘청산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신체가 부담하기에 힘겨운 작업으로 인한 자살, 즉 정
신이상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생존에 대한 의지의 상실로 인한 자살을 지칭한다.(오상호, 2010: 245, 이달
휴, 2009: 22) 이를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하게 되면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정신이상에 의한 자해로서
의 자살을 ‘정신자살’로, 그리고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을 ‘과로자살’로 정의해 과로자살에 대한 새
로운 법제정을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이달휴, 2009: 28).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을 지목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와 권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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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확정한 자살, 정신질환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업무 변화’가 스트레스 1위로 꼽히고 있으며, 성과주의, 해고와 일상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
경등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원인이다. 이들은 모두 불안정성과 경쟁이라는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구
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원인들이다.
프랑스의 경우 스트레스를 과로자살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를 개인적 차원으로 해석
하지 않고 ‘경영상의 학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손상
의 정도로 과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원인의 출발을 달리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프랑스 텔레콤 사례를 통해 본 ‘경영상의 학대’에 따른 노동자 자살
프랑스 텔레콤은 2006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22,000명이 직장을 떠나고, 10,000은 기
업내 부서이동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본래 전공직무와는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러한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 35명이 2008년과 2009년 사이 자살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2008
년과 2011년까지 누적 자살수가 70명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2013년 상빈기 동안에도 4건의 자살
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분신자살도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이었던 우체국의 민영화과정과 르노 자
동차에서도 앞서 노동자들의 자살이 있었다. 자살은 법령에 업무상 재해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직장 내
자살이 많아지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판례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노동자 자살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정신적 학대’의 개념에서 보다 진전된 ‘경영상의 학대’ 개
념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정신적 학대(괴롭힘) 개념은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근로자의 권리나 존엄
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근로저건의 악화의 결과를 낳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특히 기업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의도치 않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운영방식에 문제
를 제기할 수 있고, 가해자 개인 뿐 아니라 법인으로서의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2009년 정신
적 학대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 ‘경영상의 학대’를 포함했다. 노동자에게 정신적 학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경영방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특히 특정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전체를 대
상으로 하고 고용주의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노동자가 따돌림, 소외, 공공연한 무시, 소통부
재 등의 행위에 의한 개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경영상 학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증의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고용주의 안전보장의부를 ‘과정적 의무’가 아니라 ‘결
과적 의무’로 해석하기 때문인데, 고용주의 노동자의 안전보장과 건강보호에 있어서 결과적 의미를 지고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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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프랑스 대법원은 고용자 자신에 의한 행위 뿐 아니라 고객과 같은 제3자, 또는 수평적 관계
가 있는 다른 노동자나 하급직원에 의해 직장 내 학대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그 책임을 져
야 한다고 판결을 내릴 바 있다. 다시 말해 주체가 누구든 직장내 일어나는 모든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다.
과로자살은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의 악화를 의미할 수 있는데(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산재보험법 상에서는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이상에 따른 자살일 경우에만 과로성 자살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영상의 학대’에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의 악화 뿐만 아니라 인사이동, 조직개편,
업무의 이동 등 경영상의 방침이 노동자의 권리나 존엄성의 침해, 승진 등 직장 내에서 장래를 해하는 경
우 등을 들고 있다.
과로자살을 포함해 광범위한 과로성 재해 혹은 ‘과로재해’(방준식, 2011)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와 더불어
과로재해와 노동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개별적 피해를 노동권이라는 집단권적 침해의 문제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의 차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5) 과로자살을 통해 다시, 과로를 생각한다.

① 과로자살의 인정과 배제의 변증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로’는 예외적 현상일까, 일반적 원리일까.
맑스주의에서 과로는 과도한 착취가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손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착취가 이미 과도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로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대 국가에서 법으로 정당화한 것이 ‘계약’의 논리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은 산업사회 초기부터 산업재해와 노동일을 둘러싼 투쟁을 통해 ‘계약’의 합리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균열을 내왔다. 동시에 자본가는 ‘적정노동일’과 ‘적정노동강도’라는 과학적, 의
학적 지식을 자본주의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과로의 합리성을 지배적인 규범으로 재생산해왔다.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과 자본의 ‘계약’은 자본에 의해 재설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시금 과로의 문
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단 한번도 합리화되지 않은 장시간 노동은 불안정
노동과 맞물려 과로는 생존의 문제로, 그리하여 자살의 문제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로자살은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매우 예외적인 조항으로 제한하더라도 사회적 흐름상 판례 등의 법적
해석을 통해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것 만으로는 신자유주의에서 과로를
둘러싼 계급투쟁에서 국가-자본이 양보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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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국가는 과로자살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과로라는 일반화된 현상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배제할
수 있으며, 과로자살을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혹은 약한 개인들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포용하면서
정상성에 대한 규범을 재생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상성은 과로하지만 자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과로는 자살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수행하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유스트레스(eustress)144)이자 노력으로
얼마든지 번역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과로와 자살은 문제적이지만, 자살이 더욱 문제적이며, 과로는 적정한 수준에서 권장되어
야할 미덕이다. 따라서 ‘적정과로’란(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과로의 완화가 아니라 과로를 둘러싼 정상적
인 규범성을 재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과로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집단과 이를 둘러싼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과로자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항을 신설하고, 판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로
자살을 인정한다고 해서, ‘과로문제에 대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과로자살이
라는 특수한 사례의 온정적인 해결이 아니라 과로와 과로자살 사이의 연속성이며, 이러한 연속성을 형성
하기 위해서는 자살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② ‘집단’으로서의 과로자살, 그리고 과로
과로자살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자살이라는 현상이 지시하는 원인은
심리적이거나 개인적 상황이라는 것을 넘어 ‘과로’라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지목한다. 이는 과로가 일반화
된 사회에서 국가가 자살이라는 현상에 중립적으로 개입하는 것의 맥락을 해체한다. 둘째. 과로자살은 과
로상태와 자살상태의 외연을 교란한다. 자살에 대한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원인들은 더 이상 말끔하게 규
명될 수 없다. 과로상태의 일반화된 조건은 이제 과로자살의 예외성을 조건 짓는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이 글에서는 과로자살을 신자유주의와 불평등, 그리고 과도한 착취의 병리적 결과로 간주하기보다는 하
나의 ‘집단’으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아이리스 영에 따르면 사회집단(social group)은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에 의해
불이익과
억압을
경험하는
구조적
집단(structural
groups)이다.
사회집단은
단순한
집합체(aggregate)와는 다르다. 보험회사가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의적으로 작성한 흡연자 집단과
같이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의 집단에는 그들 상호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집단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중요시되어 온 개인들의 결사체(associations)와도 대비되는 집단

144)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와 디스스트레스로 나뉘며, 이는 기능적 스트레스와 역기능적 스트레스로 나뉜다. 자세한 설
명은 장선철, 21세기 현대사회와 정신건강 , 동문사. 2007, 244쪽.

『

』

- 158 -

개념이다. 사회집단은 정체성과 친밀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다. 또 영의 사회집단 개념은 억압받는
소수자로서의 마이너리티 개념과 유사하지만 집단 형성과 변화에 있어 관계성과 동태적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집단의 특징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공유하는
동일시과정(identification)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체성이 기반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집단의
정체성은 외부적으로 강요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며 흔히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사회집단은 다른 집단과의 대면과 상호작용에 의해 상대적인
집단의 차이가 관계적으로 구성되며, 그 차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로—차별이나 억압의 형태도
포함해— 동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겪는다(지은숙, 2017: 44, Young1989; 1990: 43-44; 2000:
89-99).

장시간 동안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과로자살은 더 이상 병리적이거나 예외적 일탈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로자살이 과로사회에서 거시적, 미시적 국가장치들에 의해 재생산된다면 이들의 존재는 사회의 바
깥이 아니라 사회 안에 존재하는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비존재를 존재의 조
건으로 갖는 과로자살이라는 집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과로의 문제를 각성하게 한다.
과로자살은 국가에서 분류하는 유형의 하나가 아니다. 또한 자살의 범주를 넘어 과로의 장소를 일반화
한다. 자살을 행하는 장소, 자살방법, 자살자의 성별과 나이라는 분류는 과로자살의 원인과 특징을 설명할
수 없는 무의미한 범주들이다. 과로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과로의 장소를 지목한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발생적 장소를 지목하는 것은 과로자살이 현상(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그 발생의 원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지목하는 장소는 여전
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장소이며, 자살이라는 사건은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시화시키는 최초의 증언이다.
과로자살을 지금까지의 제한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 보다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과로와 과로자살과의 관계를 다시금 묻게 한다. 과로사회에서 과로자살의 폭넓은
인정은 일반화된 과로를 배제하는가, 아니면 인정하는가. 둘 다 가능하다. 때문에 이것은 법 이전에 정치
적인 문제다. 과로자살을 정치화시키기 위해서는 과로자살을 사회적이고 병리적인 결과로 간주해 예방하
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증언하는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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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죽음을 양산하는 제도들

(1)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는 제도
(2) 임금노동자와 노예의 경계에 놓인 노동자
(3) 일터 폭력을 포착하지 못하는 노동자 보호제도
(4) 과로자살 드러내기를 막는 제도
(5) 제도 개선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넘어

(1)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는 제도
과로자살이 발생하는 현장도 다양하고 양상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과로자살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요
약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자살 사건에도 수많은 계기와 전개, 괴로움과 갈등, 압박과 선택이 중첩된다. 그
럼에도 과로자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노동자들의 자살을 양산 또는 조장하는 문제적인 제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제도들은 어떤 때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어떤 때는 좀 더 멀고 간접적인 원인으로 과로자
살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과로자살의 원인이 되는 제도로 먼저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는 제도를 들 수 있다. ‘과로’는 문자 그대
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뜻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 형태가 장시간 노동이다. 연 2,069시간, OECD 국가 전체
평균보다 연 300시간이나 더 길게 일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뒷받침 하
에 존재한다.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법은 동시에 ‘당
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당 1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연장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2003년부터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었고, ILO 187개 회원국 중 15개국만 비준한 ‘주40시간
노동 협약’을 2011년에 비준하고도, 아직도 ‘주 52시간 체제’라는 언명이 남아 있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
도상의 허점이다.
여기에 더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는 이 주당 12시간 연장 노동 시간에, 주말 근무는 포
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주당 68시간까지(40시간+연장 12시간+주말 16시간) 노동이
가능했으니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은 규제라기보다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추인하기 위한 조항에 불
과했다.
정부나 경영계가 68시간 체제에서 52시간 체제로 바꾸어가는 대신 경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탄력근로제도 이 연장근로 허용 조항과 맞물리면서 법망을 피해 장시간 노동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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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꼼수로 작용하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맞추도록 운영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협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
간을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맞추도록 운영하게 돼 있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
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서다. 즉, 한 주에 52시간 일하고, 대신 다음 주에는 28
시간 일하는 식으로 조정이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더라
도, 주당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즉 주당 평균 40시간이 아니라 평균 5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것
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에는 64시간(52시간 제한+연장근무 12시간)까지 노동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3개월 평균으로 이를 맞춰도 된다는 것은, 거꾸로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탄력근무제를 허용하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7일 평균 40 시간 혹은 48 시간을 초과하
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연장 노동시간 제한 규정은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하루 노동시간은 따
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원래 있는 하루 8시간 노동에 일주일의 연장근무 시간 12시간을 보
태, 하루 20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주당 노동시간 증가 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피로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하루 노동시간이 늘면 휴식 시간이 줄고, 수면 습관이 교
란될 뿐 아니라 가족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방해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미국의 한 연구는, 1주일에 13시간 20분 근무를 3일 연달아 근무하고 쉬는 경찰서와, 1주일에 10시간씩
4일 근무하는 경찰서를 비교했다. 양쪽 모두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같았다. 13시간 20분씩 근무한
경찰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의 질이 떨어졌으며, 집중력과 인지 프로세스, 삶의
질이 모두 악화됐다. 피로, 주간 졸음, 실수가 증가했고, 정신운동 검사에서 반응 속도도 늦어졌다145). 주당
노동시간 제한과 별도로 하루 노동시간을 10시간 혹은 1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에 대한 이 정도의 제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아주
큰 규모다. 일단 노동시간을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대상이다. 주 40시간 근무 규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으로 한다.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상용노동자와 임시, 일용 노동자를 합쳐 전체 노동자의 14% 가량인 211만 명이 4인 이하 규모 사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다.
이 뿐 아니라, 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이 있다. 무제한의 연장
145) Leonard B. Bell et al. Effects of 13-Hour 20-Minute Work Shifts on Law Enforcement Officers' Sleep, Cognitive
Abilities, Health, Quality of Life, and Work Performance: The Phoenix Study, Police Quarterly Vol 18, Issue 3, pp. 293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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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수행하던 집배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이 이어지고, 역시 특례업종에 속하던 버스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3~4일 연달아 일하던 끝에 낸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폐지 요구가 매우 컸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도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여전히 특례 업종으
로 남았다.
그 외에도 출장이나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
으로 본다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도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하루 평균 9.3~11.3시간 일하
지만, 이 조항에 따라 기본급 산출을 위한 임금지급 시간은 6~7시간으로 계산된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
는 2.5시간~3시간 근무한 것으로 정해두기도 한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과 휴식」을 통째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시‧ 단
속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농촌 이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고령 경비 노동자들의 24시
간 맞교대 노동은 법의 보호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노동법 상의 노동시간 관련 규정은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규제
하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 주 40시간 노동의 예외를 규정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문들이 된
다.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체가 도입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역시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중요
한 구조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노사가 약정한 만큼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급여에 포함돼 지급된 것으
로 보는 제도다. 다른 말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체계다. 원래 노동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일
반 사무직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41.3%에 이를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방침 중 하나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한 포괄임금제 행정 지도지침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당연시하는 풍
조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이 단순히 장시간 노동 그 자체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지친 몸
과 마음을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장시간노동은 노동자에게 소진감, 우울감 등을 일으키고, 이에 대
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방해한다.
또, 장시간 노동과 얽혀 있는 근면 신화, 장시간 노동 자체가 능력이라는 왜곡된 인식,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는 것은 버텨내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 등이 과로하는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 간다. 한 대기업 전
자부문 연구원은, 1년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경영 사정에 따른 전혀 새로운 개발 업무로의 이전, 다른 연
구소로의 전보 발령을 겪고, 지난 10여년과 전혀 다른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됐다. 게다가 전보 얼마 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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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함께 기획과 발표 등 새로운 영역의 업무도 맡게 되었다. 갑자기 증가된 업무 요구와 스트레스를 야
근과 장시간 노동으로 버티며 가까스로 해내고 있었는데, 맡고 있던 프로젝트 팀에 인원 증가 요청은 들
어주지 않은 채, 회의에서 새로운 과제가 추가로 부여됐다. 동석했던 이의 증언에 따르면, 새로운 과제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는 이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에서 자살했다146).
이런 폭력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는 본인이 힘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조건에 다른 동료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 괴로워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방송국 드라마 PD로 일하던 노동자는 “하루에 20
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하는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147)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
자들이 사망하고, 그에 대해 항의하던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들이 폭동죄로 사형에 처해진 것을 기억
하고 함께 투쟁하기 위한 행동으로 노동절이 시작됐다. 13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8시간
노동의 꿈은 좌절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2) 임금노동자와 노예의 경계에 놓인 노동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회사의 노예’, ‘임금 노예’라고 자조하는 것은 어색하거나
낯선 비유는 아니다. 하지만 ‘노예’라는 것이 비유에만 그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 각종 제도가 일부 노
동자들을 좀 더 회사, 일터에 종속되도록 하고 있다. 과로자살 사례 중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례와 이주
노동자 사례를 살펴보면서, 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드는 제도에 이렇게 옴짝달싹 못 하도록 포박된 노동자
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
2017년 초,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중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건
이 알려지며, 학교와 사업체 사이에 끼인 존재인 ‘현장실습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열악
한’ 노동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현장실습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제도적 원인에도 주목해
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실습을 곧 취업으로 간주하여, 학교간 경쟁에 취업률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지역
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취업률이 학교 예산 지원이나, 교사 인센티브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하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학교나 교사가 말리기도

146) 회사 및 성명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은 유가족 면담, 2017.3.3.
147) TVN 이한빛 PD 유서 중, 한겨레, ‘한빛이는 누군가를 밟는 건 의미없어 죽었죠’, 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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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언의 압박을 느낀 학생이 스스로 상황을 참아내기도 한다. ‘남의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 그 정도
는 참아야 한다’는 논리로 임금노동자의 미덕인 ‘감내’를 강요하기도 한다.
3학년 2학기가 현장실습으로 채워지고, 이를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인정해주면서, 특성화고 3학년 2학
기는 사실상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실습을 나가지 못 한 학생이나 실습을 나갔다가
학교로 돌아온 학생은 제대로 된 수업도 받지 못 하게 되고, 이 역시 쉽사리 이직이나 복교를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2017년 또 다른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다른 도시의 피부관리숍에 취업을 약속하고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 2개월 차에 불규칙한 식사와 업무 스트
레스를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부관리숍 점장은 3개월 전에는 퇴직이 불가하다며, 그만 둘
테면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위해 준비한 기숙사 보증금, 세탁기 구입 비용 등을 물어내고 그만두라고 협
박했다. 비용 부담이 두렵고, 어찌 할 바를 모르던 이 학생은 결국 “죽어야만 끝날 거 같다”는 생각에 건
물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시도했다148).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현장실습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배우는 자와 일하는 자 중간에, 학생과 노동자 중간에 끼어 있던 청소년 첫 임금노동 경험자는 원
할 때 퇴직이 안 된다는 사업주의 억지나 2백만 원도 안 되는 보증금 요구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
고 만 것이다.
2017년 두 건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고149) 이후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에
게 ‘학습근로자’ 지위를 부여하여,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임을 분명히 하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인정하며,
운영 기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 대부분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실습 및 취업
을 나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학습근로자’라는 명명이
‘낀 사람’으로서의 현장실습생의 갑갑함과 취약성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 허가제 하의 이주 노동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게
강요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가 노동자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셈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들은 한 사업장에서 3년 동안 일한 뒤 체류기간을 1년 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한 경우, ‘성실근로자 재고용 제도’에 따라 총 4년 10개월 일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 3개월 휴식하고 나
서 일했던 사업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이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도 재입국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먼저 고용을 중단하려고 하는 경우인 휴업, 폐업, 해고, 사업 완
148) 강병원 의원실 제공, 2017 질병판정위원회 정신질환 판정서 중.
149) 2017년 1월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과 2017년 11월 제주 음료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끼임 사
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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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노동자가 먼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 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을 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근로 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는 그 적
용이 매우 엄격하다. 임금 지연 지급의 경우,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을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연 지급 받았을 때만 해당한다. 거기에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이 원래 근로계약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에서 20% 이상 저하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사업장 변경에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놓은 데다, 사업장 변경은 3년간 3회만 가능하며, 변경 신
청 후 3개월 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는 출국해야 한다는 . 이주노동자가 자살에까지 이
르게 되는 데에는 고향으로부터 시작된 부담감, 문화적 갈등과 차이, 사회적 고립과 부족한 지지 체계, 출
신국가에서 하던 일과 종류가 다른 노동 등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들
과 함께,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는 이 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쉽게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감각을 불어넣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
다.
노동시간 관련 제도가 사실은 주당 40시간 노동의 예외를 규정하여,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처럼 현장실습생을 규정하겠다는 학습근로자라는 애매한 법적 지위, 사업주가 노동자의 체류와 관련된 생
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고용허가제 자체가 임금노동자와 노예 사이에 끼인 노동자를 만들고 있다.

(3) 일터 폭력을 포착하지 못 하는 노동자 보호 제도
한 노동자가 자살에까지 이르도록 부담을 지우는 과도한 노동량의 부과는 그 자체로 폭력이라다. ILO
는 일터괴롭힘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누군가의 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 빈도로 반복해서 벌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일
터괴롭힘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가 ‘일 관련 괴롭힘’이다. 과중한 업무 압력을 주거나 매출 압박을 가하는
것, 비합리적인 데드라인을 주고 일을 강요하는 것, 과도하게 업무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의견과 견해를
무시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많은 과로 자살 노동자들이 당했던 일들이다.
사실 노동은 많은 경우 살아갈 힘을 제공한다. 급여와 복지 등 기본적, 물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울하거나 불안한 노동자들에게 규칙적인 일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이를 해내는 공간으로 기능해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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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거나, 최소한 질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일터는 살아갈 힘을 제공하기는커녕,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탄내고, 죽음을 생각하
게 만드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한 연구자는 예전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던 노동과 자살이, 지금의 불
안정한 노동 조건 아래에서는 지극히 가까워졌다고 분석한다. 노동자가 무한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혼자라
고 느끼며 폭력과 모욕에 노출되다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150).
2018년 1월 이러닝 업체의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남긴 SNS 기록
을 보면 토요일 새벽 12시를 지난 시간에 SNS로 월요일 오전까지 시안 수정할 것을 지시하거나, 디자인
시안 제출 후 상사의 컨펌이 내려지기 전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기약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 절차에 따
라 상급자들과 논의 하에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대표의 지시로 하룻밤 사이에 프로젝트 방향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디자인이 대폭 수정돼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고인과 함께 일한 적이 있
던 퇴직자는 “고인이 사망 직전 했던 일의 양은 3~4명이 해야 할 일이다. 홈페이지 1명, 브랜딩 디자인은
최소 2명이 했어야 하는데, 혼자 다 했다. 옆에서 고마워해야 할 판에 핀잔주고 지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151). 과도한 업무 부과 자체가 폭력이자 괴롭힘이 된 상황이다.
현재 노동법상 일터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몇 가지 있다. 류은숙 등은 이
런 권리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 징벌을 할 수 없는 부당해고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한 폭행의 금지 조항,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노동자
의 자유의사에 위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강제근로의 금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지적한다152).
그런데 바로 이런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우회하는 방편으로 일 관련 괴롭힘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해
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즉 부당해고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후 성과 평가
를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전혀 해보지 않은 업무에 배치해, 질적인
측면에서 과중한 업무 요구를 부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일’을 매개로 하는 괴롭힘, ‘과로’를 부과
하는 일터 괴롭힘이 과로자살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이런 일터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 별로 없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노동법전과 형법전에서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비물리적 형태의 일터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도
연수생, 입사지원자 등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법전에서 사업주에게 정신적 괴롭힘 예방 의무를

『

』

150) 베라르디, 2016, 죽음의 스펙터클 , 송섬별 역, 반비.
151) 김미현, 에스티유니타스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인들,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152) 류은숙, 서선영, 이종희.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보론 일터괴롭힘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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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고, 정신적 괴롭힘 피해에 관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규정 등도 담고 있다153).
일터괴롭힘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주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자 인권이 신장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자의 몸과 마음보다 기업의 이윤이 앞서는 경
제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대안들 외에 제도적으로 먼저 접근해볼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 무엇보다 노동
관계 주요 법률에 일터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급하다. 일터괴롭힘 정의 뿐 아니
라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 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이 담겨야 한다154).
미국 저널리스트 마크 에임스는 「나는 오늘 사표대신 총을 들었다」는 책에서, 정리해고와 일터 괴롭
힘의 피해를 당하다 결국 분노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분석한다. 저자는 미국의 학교나 직장에서의
분노 살인이 나타난 것이 1980년대 ‘강도 높고 광범위한’ 쥐어짜기가 본격화된 이후라고 본다. 격무와 스
트레스에 시달리다 몸과 마음이 망가진 노동자들이, 이런 사태의 진짜 ‘악당’들에게 총을 겨누지 못하고,
우체국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동료와 자기 자신에게 총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로 치자면, 자살이 OECD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 1998년 IMF 이후, ‘강도 높고 광범위한’
쥐어짜기가 본격화된 이후다.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몸과 마음이 망가진 노동자들이, 이런 사태의
진짜 ‘악당’들을 공격하는 대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과로자살 드러내기를 막는 제도
이렇게 과로자살을 양산하는 제도 외에 과로자살이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것을 가로막는 제도
들도 있다. 과로자살은 사실상 죽음 이후에 새로 의미가 부여되어 붙는 이름이다. 자살 후, 그 죽음의 원
인을 찾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드러난 관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업무에 의한 자살’이라는 인
정을 받아야 과로자살이라는 명명이 가능해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자살자는 13.020 명. 이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사람
은 514명이다155). 전체 자살사망의 3.9%인데,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20~50대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다. 특
히 20대 자살자의 9.1%, 30대 자살자의 5.8%는 직장 내 문제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다. 그러나 2015~2017년
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자살은 단 43건에 불과하다. 3년간 신청 건수도 총 149 건

153) 위의 책
15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괴롭힘
규율에 관한 법제도 방안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2016
155) 자살예방센터, 2018 자살예방백서, 2016년 동기별 자살현황 비교. 경찰청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는 약간의 차
이가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자살자 수는 13.092명이고, 그 자살 동기는 집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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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노동자가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모두 과로
자살로 부를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남는다156). 하지만, 매우 많은 과로자살이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과
정에 들어오지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서 등을 남기지 않는 한, 당사자가 사망한 뒤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
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인 경우는 더하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
존 경험은 ‘외딴 섬으로의 귀양’과도 같다고 한다157). 다른 종류의 사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노, 슬픔, 외
상후스트레스장애, 죄책감뿐만 아니라 낙인과 수치심, 이로 인한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 또, 과로자살
의 경우 자살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인 어려움 외에 경제
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된다.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이런 복합적인 상황의 고통을 딛고, 가족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야 과로자살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을 밝히겠다는 용기를 내고 나도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된다. 한 유가족은 남편
이 회사에서 자살한 뒤, 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깜깜한 어둠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다고
했다. 일이 힘들다, 새로 맡은 일이 어렵다는 얘기는 몇 차례 있었지만, 힘들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지, 새로 맡은 일은 무엇인지,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노동시간과
같은 기초자료도 쉽게 얻을 수가 없어, 카드 사용 내역을 뒤져가며 출퇴근 시간표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직접 수십 명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만나 저간의 사정을 인터뷰하고 녹취하고 자료를 만드는 유족을 여
럿 봤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시간을 반드시 기록해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되지 않아, 노동시간 기록조
차 회사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과로사 혹은 과로자살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곧바로 근로감독을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조사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다. 심지어 많은 회사들이 책임을 덜기 위해, 자료 수집을 방해하기도 한다. 잔혹한 회사를 고발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과로자살 사례들도 대부분 유가족들이 눈 감고 코끼리를 더듬는 식으로, 이메
일과 SNS 메시지를 통해 추론하고, 주변 동료들을 탐문하여 ‘사실’을 다시 구성해낸 결과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추스르고, 자료를 모아 산재를 신청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와의
싸움이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5~2017년 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자살은 신

156) 예를 들어, 본인의 범법 혹은 비위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직장 내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경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때문에 자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57) 박지영,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6
권,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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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건수 149건 중 단 43건, 승인율은 고작 28.9%다. 자료가 부족해서, 자살에 이를만한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아서, 기존 질병 등 개인의 취약성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은 회사 일 외에 특별한 스트레스 원이 없었던 가족의 자살이, 기존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료되고 있던 가족의 자살이 왜 업무에 따른 재해가 아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료
가 부족하다면 그걸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부족한 자료를 이유
로 업무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과로자살 발생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겪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살 유가족을 자살의 고위험군으로 선정
해 예방대책의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부에서 유가족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한 유가족은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유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대해, 가장 받고 싶은 위로가
‘자살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인데 그 산재 승인 과정에서 유
가족에게 고통을 가중했던 정부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로자살의 산재승인 과정에는 우리 사회가 구성원의 생명을 잃은 뒤, 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일하며 사는 동안 일에 떠밀려, ‘과로’의 중압감 밑에 놓이고, 결국은 자살이라는 방
식으로 우리 사회의 과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과로자살자들의 죽음을 드러내고, 그 죽음에 이름을 붙
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온전히 가족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그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성찰, 사회
적 책임 이런 말들은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하다.
가족의 자살을 겪은 유가족이 자기 자신, 회사, 근로복지공단과 싸워야 하는 현재의 구조에 변화가 필
요하다. 업무상 자살인지 여부를 유가족이 오롯이 증명해 내야 하는 산재 입증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의
변화가 특히 사망 사건과 유가족에게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보상에만 국한되는 논의는 아
니다. 곧바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터에서 발생한 모든 자살,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모든 자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자살에서 회사나 사회가 이끌어낼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 근로감독이
나 산업안전분야의 진단과 컨설팅 등을 의무화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자살 유가족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보호하겠다는 전략보다는 그 자살의 원인과 토대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5) 제도 개선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넘어
장시간노동을 제한하겠다는 근로시간 관련 법과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뒷문을 열어주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자살로 이런 현실을 고발한다. 현장실습생이나 이주노동자처럼 임금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주장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제도는 그 자체로 폭력과 괴롭힘에
취약한 노동자를 양산한다. 일터에서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제도들은 ‘일’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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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한 괴롭힘과 학대를 포착해내지 못 하고, 오히려 과로와 같은 형태의 괴롭힘을 정상적인 것으로 호
도한다. 업무상 사유로 자살에까지 이른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산업재해 승인 과정은 유가족
에게 모욕과 고통을 수반하는 인정투쟁의 장일뿐이다.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부족하지만,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과로자살 해결책을 얘기할 수는 없다. 죽
음을 양산하는 법, 제도적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규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말하며, 그
형태는 형사처벌에서부터 교육이나 인식 개선 활동까지 다양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을 공고히 하는 제도의 폐지, 특별히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개입, 과로자살의 의심되는 경
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인과 사회적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 유가족이나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과로자살의 통계 수립과 교육 등이 모두 제도적 과제다.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기보다 과로자살을 낳
는 사회적 토대 자체를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간 및 작업장 질서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과 장악력이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
이 아니고서는 과도한 일과 압박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느끼는 대신, 과도한 노동을 노동자 입장에서
정의하고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노동자에게 있을 때에야 과로자
살이라는 비극적 용어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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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론: 자살의 승인/․불승인 사례 분석158)

(1) 승인 사례 분석
① 정신이상상태의 내용과 특징
② 승인 사례의 자살 전 이벤트나 증거들
③ 과거 치료력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사례 비교
(2) 불승인 사례 분석
① 개인취약성: 환경 요인 + 성향 요인
② 개인취약성: 과거 치료력
③ 경력, 적응성, 통상적인 수준으로 불승인된 경우
④ 위기 이벤트에 대한 판정 내용 비교
⑤ 기타 불승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에서 인정하는 자살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
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
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
상의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로 본다.159) <조사 지침>
은 업무 관련성 판정을 위해 판단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사건의 예시, 재해조사 원칙, 세부 조사내용 등
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무와 정신이상상태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판정 과정(의 내용)이 <조사 지침>과 같이 그렇게
명확하게 또는 충분하게 구체화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다. 여기서는 업무상 자살 사유로 산재를 신청한 케이스 가운데 2017
년 판정된 총 59건을 대상으로 업무스트레스 ~ 정신이상상태 ~ 자살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가운데 발견
되는 판정 과정 상의 불명확한 지점들을 드러낸다.
59건의 판정 케이스에는 승인 21건(35.6%)과 불승인 38건(64.4%)으로 나는데,160) 우선, 승인 케이스를 통
158) 본 장의 연구자료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지원하는 연구모임인 정신질환판정기준연구회를 통해 강병원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2017년 판정된 유족 케이스의 ‘재해조사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장의 연구내용
은 연구회의 전체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밝힌다. 2017년 판정 케이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는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를 참조한다.
159)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2016, 9쪽.
160) 승인 21건 가운데는 공단에서 불승인됐지만 대법원에서 승인된 1건 29번 케이스 을 포함하였다. 2016년도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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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신이상상태를 유발할만한’ 업무스트레스의 정도나 기준은 어떠한지, 자살 전 이벤트나 정황 증거들
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경우에 승인 경향이 높은지, 마지막으로 승인 사례에서 발견되는 정신이상상태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지를 구체화한다. 한편, 과거 치료력이 있는 경우 불승인 경향이 상당히 높은데, 과
거 치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에 따른 정신이상상태에서 발생한 자살로 승인된 세 개의 사례
를 비교 검토한다.
한편 불승인 케이스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의 양상들이 승인 사례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 확인한다. 또한
과거 치료력을 포함한 개인 특성은 불승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개인취약성이라는
설명 변인이 불승인 근거로 동원되는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표 13-1> 정신질병 인정률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정신질병
(전체: 요양+자살)

169건

70건

41.4%

186건

104건

55.9%

17건(+) 34건(+) 14.5%(+)

정신질병
(자살)

55건*

10건

18.2%

59건**

21건

35.6%

4건(+)

11건(+) 17.4%(+)

* ‘업무상질병판정서’ 없는 케이스〔10번 케이스〕를 제외한 수치
** 대법원에서 승인된 케이스〔29번 케이스〕를 포함한 수치

본 연구는 승인 또는 불승인의 명증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는, 정황상 유사 사건들이
다르게 판정되는 이유들은 무엇인지, 불명료한 채 동원되는 상투어(개인취약성, 통상적인 기준 등)의 자의
성을 문제 제기하는 작업이다.161)

(1) 승인 사례 분석

① 정신이상상태의 내용과 특징
업무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승인 받는 경우는 업무로 인한 정신이상상태에서 발생한 자살로 제한된다.

〔

〕

해 승인 비율이 17.4% 높아졌다. 2016년도 56건의 판정 케이스는 사례 1개(‘업무상질병판정서’ 없음 10번 케이스 )
를 제외한 상태에서 승인 10건(18.2%)과 불승인 45건(81.8%)으로 나뉜다.
161) 판정 과정 상의 불명확한/자의적인 지점들을 드러내는 작업이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연구
자료는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기초하고 있는데, 판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자료들 이를테면, 사건
발생 당시 재해자의 심리적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이메일, SNS, 일기, 유서, 메모 등의 자료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
니며, 건강보험 진료내역이나 의사와의 면담일지 또는 가족,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등의 진술서 등을 직접 확인하
지 못한 상태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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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무와 정신이상상태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신이상상태를 유발할 만큼’의 업무 스트레
스가 어떠한지가 중요할텐데, 승인 사례의 업무 및 주요 특성과 재해전 발견되는 정신이상상태의 내용들
은 다음과 같다.162)

<표 13-2> 정신이상상태의 내용
번호

업무 및 주요 특징

정신이상상태의 내용

-공단의 지사 소속 근로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인의 자
택에 방문해 근로능력평가 업
무를 수행 중 성추행 협박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목매 자살

-성추행으로 신고된 후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함.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음
-폭언 듣고 난 후 “너무 억울하고 이번 일로 인해 직장과 당
신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 죽겠다. 당신 나
이와 비슷해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는데 사람이 너무 무섭다.
친절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이젠 성추행 누명까지 썼다. 삶이 허무하다. 앞으로 이 바닥
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괴로워하였음
-재해 당일에는 잠을 한 숨도 못잤는지 거실에 나와 멍하니
허공을 보며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혼자 중
얼거리고 있었고, 여러번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고 한동안 허
공에 대고 혼잣말을 함

-생활건강 기술연구원에 제품
개발 업무 중 업무 실수로 인
한 손배 책임 추궁에 대한 불
안감을 겪다 기숙사 화장실에
서 목매 자살

-재해 2달 전부터 주변 동료들에게 “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다” “그만두고 싶다” “아예 사라져버리고 싶다” 등의 말과
함께 불안하다면서 자기를 꼭 좀 안아 달라, 손을 잡아달라는
등의 표현을 자주 함. 남자친구에게도 이와 비슷한 자책감 및
힘든 감정을 자주 표현함
-또한 사소한 업무처리도 힘들어했으며 점점 소화 불량, 구토
증상, 식욕부진 등의 빈도가 많아지고 손톱 옆살을 물어뜯는
등의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사망 상시에는 불면증에 시
달린 것으로 확인됨
-홈쇼핑사에서 제품 효능 관련 구체적인 근거(논문자료 등)를
요청하였으나 근거를 찾지 못해 매우 힘들어하고 자책하였고,
다른 수십여 가지 제품 연구개발 업무 등도 지연되면서 계속
업무가 쌓이는 등 주변 동료 및 남자친구에게 자책감 및 극
단적인 표현 등을 자주 언급하는 등 사망 시점으로 근접할수
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취약해진 상태였음

27번

-반도체조사제조 회사에서 계
장 승진 후 업무 부담(현장
생산 업무에서 사무 관리 업
무로 변화)과 상사의 괴롭힘
으로 스트레스를 겪다 제주도
에서 돌이 든 가방을 멘 채
변사체로 발견

-유서 “팀장이라는 리더는 내가 생각하는 이하 쓰레기였다.
P/L(파트리더)을 상대하는 것이라고는 인간 말종이었다. 15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식을 벗어나는 생활이었다. 1∼2
개월은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웠다.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장 불량 발생 후 보고서를 작성
하면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없으며, 최소 6~7번은 재 보고를
해야 한다. 재보고를 할 때면 내 자신의 인격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비워 놓고 해야 한다. 쓰레기 중에 상 쓰
레기다. 내 계기를 통해서 이런 조직에 리더는 꼭 없어야 한
다.”

28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
비부장으로 일하던 중 새로운

-재해 한 달 반전 예비점검 자리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과 좌
절감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협력업체와 전화 과정에서

23번

24번

162) 아래 표에 기술한 정신질환의 양상은 승인 케이스에 포함된 ‘유서’ 또는 ‘메모나 SNS 기록’, ‘진료내역’, ‘유족 진술’
및 ‘동료 진술’ 등의 자료를 통해 정신이상상태로 추정되는 양상을 추출한 것이다. 향후 양상들을 유형화하고 나아가
불승인 케이스에서 발견되는 업무 스트레스의 양상들과 비교해 ‘자살을 유발한 만큼의 정신이상상태’의 특징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 175 -

업무 적응(신규 공범의 설비
공사 총괄책임), 자재(파이프)
로 인한 분쟁, 준공 전 예비점
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하여 자살

도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정
신이 이상한 것 같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으며 더 이상 일
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림
-재해 1일 전에는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
한 정신적 고통을 부인에게 호소하였고 현장 상황에 대해 몹
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고인이 근무
한 현장에서 소방필증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에 몹시
불안해하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흥분함

29번

-여신관리센터 지점장으로 발
령받아 일하던 중 기존 여신
역조와 신규여신 실적하락 등
목표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텃
밭에서 음독 자살[대법원 판
결]

-목표실적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후, 재해 당일에는 출근해 팀장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입으로 손톱을 뜯으면서 땀을 흘리고 혼자 중
얼거리며 회의를 건성으로 진행

30번

-마트 매니저로 일하던 중 총
괄매니저 업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일련의 사건(직원이
할머니 친 사고 발생, 유통기
한 경과 제품 신고로 영업정
지 행정처분 등)으로 스트레
스 받다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재해 2개월 전부터 업무가 늘어나면서 새벽에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더불어 명랑한 성격이었으나 말이 없는 성격을 보
였음
-배우자 진술: “열흘 정도 거의 하루에 2~3시간 정도 밖에 잠
을 못 잤다.” 재해 직전에 보인 행동들은 평소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 않던 욕도 처음으로
했고 밤중에 소리를 지르기도 함.

31번

-의류 회사에서 관리 및 영업
을 담당하던 중 회사 내 상사
의 상품법 위반 사건으로 감
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오해로 냉대를 받다 스트레스
로 야구장 옆 공터 내 차량에
서 자살

-재해 일주일 전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긴장형 두통” 및 “수
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의 상병으로 두 차례 진료
-유서: “주위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다... 인간적으로 나를 이
렇게 매장당하게 할 줄 몰랐다. 억울하고 너무나 원망스럽다”
-재해 2개월 전에는 동료들이 재해자를 마치 그림자 취급을
하며 왕따 아닌 왕따로 잠도 못자고 대하는 사람들이 무섭고
고통스럽다고 함

34번

-자동차 부품업체 페인트 배합
담당으로 요양(공상) 후 업무
재배치(배합->미세먼지 검사
->도색) 과정에서 좌절감과
모멸감으로 자살

-"다리도 이런데 어디 가냐 남들이 내 다리를 보면 뭐라고 하
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의 외출도 하지 않고 계속 집에만 있
었음
-직무전환을 요구 받고 아주 심한 실망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고 호소하며, 그 후부터 가족과도 대화를 끊고 거의 말을 하
지 않았고 집에서 잠만 자꾸 잤으며, 그렇게 좋아하던 손자도
귀여워하지 않고 2층에 같이 사는 딸에게도 애 데리고 올라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

35번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소장으
로 일하던 중 현장민원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와 공기연장
에 대한 책임, 잘못된 지반 예
측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 발주처와의 갈등(발
주처는 현장소장인 고인을 배
제한 채 직접 공사를 관리감
독,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고인에게 모
멸감 줌) 등 최근 발생한 스
트레스로 뒷산 절 근처에서
목매 자살

-2005. 3. 2.이후 2010.2.10.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
료 및 약물을 복용. 2016.11.13.이후 “경도우울에피소우드“
정신과 관련 치료이력

-거래소 사무직으로 직장내 성
희롱과 따돌림에 우울증을 겪
다 자신의 방에서 목 매 자살

-어머니와 함께 산보 도중,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개와
함께 바다에 뛰어 들고 싶었다는 말을 함
-2016.6.8. 우울감으로 초진. 죽고 싶다는 생각. 자제 안돼.
2016.6.10.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회
사에서 전화오면 화 남. 회사의 모든 상황 싫다. 2016.6.13.
임상심리 결과 자살충동이 높음 상태여서 항우울제 처방.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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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전 메모: “밖을 봐도... 안을 봐도... 안은 특히... 기댈
만한 벽이 하나도 없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절벽 끝에 발끝으
로 서 있는데 위에서 밀어붙여서 떨어질 똥 말똥 위태했던
게 내 모습”

40번

-직장내 (새로 선출된) 조합장
의 폭언과 폭행, 직책 강등,
인사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
에서 스트레스 받다 나무에
목 매 자살

-유족 진술: 폭언․폭행 이후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도살장 끌
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라고 하소연. 처에게 “도저히 더 이상
근무 못하겠다. 오늘도 조합장실에서 조합장이 결재판으로 뺨
과 얼굴을 때렸다”고 하며 울먹임

② 승인 사례의 자살 전 이벤트나 증거들
업무 길이나 강도가 정황상 문제적인 것으로 추정되어도 자살 전 이벤트 또는 유서 등의 객관적 증거
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경우 ‘통상적인 수준’,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00년차에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는 아님’, ‘업무에 있어 큰 변화라고 볼 수 없는 수
준’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향이 높다. 여기서 ‘통상적인 수준’이나 ‘00년차 정도의 업무’라는 설명 방식
은 재해자의 스트레스를 당시의 맥락에 기초해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너만 힘드냐 다들 힘들다
그건 문제라고 볼 수 없다’식이다.
반대로 자살 전 이벤트 또는 유서 등의 객관적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는 업무 자체의 길이나 량이 수량
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더라도 승인 경향이 높아 보인다.

• [23번] (공단의 지사 소속 근로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인의 자택에 방문해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수행 중 성추행
협박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목매 자살), 재해자의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성추행 논란(성추행 신고, 민원인 오빠의 협박)으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했을 것으로 판단
• [24번] 업무와 관련한 실수(하자 발생, 근거자료 미흡)(이벤트)로 손해배상책임 추궁(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 주관
적 부담감이 상당했음이 남자친구와의 카톡 대화(“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만두고 싶다” “아예 사라
지고 싶다”)가 파악되며,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과 사업장에서 일치된 진술(연장
근무 및 휴일근무 빈도가 많은 편)로 업무량 증가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27번] (반도체조사제조 회사에서 근무 중 상사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겪음),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 또한 확인되지 않았고, 유서(“무작정 ~~로 향했다”) 내용은 정상적인 인식 능
력이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며, 상사의 괴롭힘, 인격 모욕, 무시,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자살
• [30번] (마트의) 총괄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며 증가한 업무량(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잦았음)과 이에 따른 부담이 있
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련의 사건(직원이 할머니 친 사고 발생,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신
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
• [31번] 회사가 고인을 감사실로 여러 차례 불렀고(이벤트) 이러한 모습이 동료들의 냉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
으며, 유서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호소 내역 구체적으로 확인: “인간적으로 나를 이렇게 매장” “억울하고 원
망”)되는 바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라 판단
• [34번] (자동차 부품업체 페인트 배합 담당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쳤으나 공상 처리하여 억울하고 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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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고,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 채 복직 후 업무재배치 과정에서 익숙치 않은 업무로 전환함으로서 좌절감
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을 고려하여 인정한 경우
• [39번] (거래소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성희롱 발언 및 이후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고, 이후 가해자와 같은
층으로 발령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우울증으로 인한 병가 사실이 알려져 직원들의 험담에 노출되는 등 조
직내 보호체계가 미흡하였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상병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복직되는 등 심리적 압박감과
우출증이 촉발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 [43번] (완성차 품질관리 임원으로) 중국 공장 출장 업무 중 새벽 근무가 잦았으며 중대한 품질사고가 발생했고 이
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고 판단
• [45번] (매형이 사업주로 있는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경영 악화(매출액이 14’ 11억→15’ 5억→16’ 1억으로 급감)에
대한 책임감 및 압박감이 컸으며, 재정압박으로 인한 직원 해고에 대해서도 힘들어한 점, 유서(불면증, 자
살사고, 답답함 호소)나 동료 진술을 감안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
한 것으로 판단
• [57번]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전화되면서) 직무 변경(보전부, 자재불출) 후 업무량이 상
당히 증가(30% 이상)했으며, 직무 변경에 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 호소 내역(카톡 대화, 수첩 메모, 동료
진술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정신이상상태에서의 자살로 판정
• [63번] (병원 개원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처음 수행하는 사무장 역할을 하며 혼자 여러 가지 문제(행정총괄업무)
를 책임지며 그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개원 준비로 거의 잠을 못 잤고 집에 와서도 PC로 업무를 정리하느
라 새벽 2-3시경에야 잠, 휴무일 없이 계속 일할 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환
경에 대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실미약,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
• [56번] 은행 VIP실 업무하다 고객이 사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민원 및 민형사소송으로 2년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새로운 대출업무를 맡게 되면서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치료 받던
중 친정식구 아파트에서 투신
• [61번] 골프장 인허가 업무, 경영지원부장 겸직, 건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스트레스를 받았
고,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한데다, 재해자의 승진에 대한 동료의 난동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

③ 과거 치료력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사례 비교
통상적으로 과거 치료력이 있는 경우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높다. 승인 케이스의 판정위 설
명을 보더라도, 승인 사유에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우울증 등의 기왕력에 대한 과거 진료 기록도 없어”,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단서가 자주 붙는다(23번, 27번, 63번). 과거력 여부가 판정의 유불리에 주요 항목
으로 체크되고 있고, 과거 치료력이 많은 경우 부정의 근거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
목이다.
그렇지만 과거 치료력이 있었음에도 업무 부담에 따른 정신이상상태가 인정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
는데,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163)
163) 향후 과거력의 경중 또는 과거력에 대한 재해자의 치료 노력 여부 또는 과거력과 재해 발생시기 간의 간극에 따라
승인 불승인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과거 치료력을 포함한 개인 취약성 요인을 반박할 만큼의 자살 전
이벤트 또는 유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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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 과거 치료력(자살 사고 3년 6개월 전부터 9개월 가량 수면장애와 우울감 진료, 자살 전 3개월 전에는 불면
증, 우울증 급격히 악화)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신규 공범의 설비공사 총괄책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준공기한 준수에 대한 압박, 자재(파이프)로 인한 분쟁, 준공 전 예비점검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 [35번]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한 내역(자살 사고 10년 전부터 경도우울에피소드로 치료, 6년 전까지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이 확인되나, 개인적 취약성 보다는 현장 소장으로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감, 지역주민의
민원, 발주처와의 갈등 등 최근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판단
• [40번] (재해 10여년 전부터) 기존질환인 알콜성 의존증, 불안․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상태에서 직장상사인 조
합장으로부터 (선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 폭언, 폭행(전치 2주의 상해)을 당했고, 직책이
강등(차장→과장)되어 기존에 유지해 오던 지위와 책임, 정체성에 타격을 받았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인사이동이 좌절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폭언, 폭행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
감이 큰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표 13-3> 과거력에도 승인된 사례
번호

개요

특이사항

비고

28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기계
설비부장으로 일하던 중 새
로운 업무 적응(신규 공범의
설비공사 총괄책임), 자재(파
이프)로 인한 분쟁, 준공 전
예비점검에 대한 부담 등으
로 인한 우울증 발병하여 자
살

-과거 치료력(자살 사고 3년 6개월 전부
터 9개월 가량 수면장애와 우울감 진
료, 자살전 3개월 전에는 불면증, 우울
증 급격히 악화)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신규 공범의 설비공사 총괄
책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준공기한 준수에 대한 압박, 자재(파이
프)로 인한 분쟁, 준공 전 예비점검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
증 발병,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
로 판단

-과거
치료력이
있었음에도, 새
로운 업무와 분
쟁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우울증
야기, 이로 인한
자살로 파악

35번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소장으
로 일하던 중 현장민원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와 공기연장
에 대한 책임, 잘못된 지반
예측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
한 스트레스, 발주처와의 갈
등(발주처는 현장소장인 고
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공사를
관리감독, 단체대화방을 이
용해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고인에게 모멸감 줌) 등 최
근 발생한 스트레스로 목매
자살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한 내역(자살 사
고 10년 전부터 경도우울에피소드로 치
료, 6년 전까지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
신과 치료)이 확인되나, 개인적 취약성
보다는 현장 소장으로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감, 지역주민의 민원, 발주처와의
갈등 등 최근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
로 인해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판단

-과거
치료력이
있었음에도, 현
장 소장으로 공
기연장에
대한
책임감, 발주처
와의 갈등에 따
른 정신이상상태
야기, 이로 인한
자살로 파악

40번

-직장내 (새로 선출된) 조합
장의 폭언과 폭행, 직책 강
등, 인사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다 나

-(재해 10여년 전부터) 기존질환인 알콜
성 의존증, 불안․우울증으로 치료를 받
아오던 상태에서 직장상사인 조합장으
로부터 (선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

-과거 치료력(재
해 10여년 전부
터 치료를 받아
오던 알콜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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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목 매 자살

유로) 괴롭힘, 폭언, 폭행(전치 2주의
상해)을 당했고, 직책이 강등(차장→과
장)되어 기존에 유지해 오던 지위와 책
임, 정체성에 타격을 받았으며, 또한 이
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인사이동이 좌절됨으로써 직장내 괴롭
힘, 폭언, 폭행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큰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
으로 판단

존증, 불안․우울
증)에도 불구하
고, 상사의 폭언․
폭행, 직책 강등
등 일터괴롭힘을
적극적으로 고려
한 사례

(2) 불승인 사례 분석

① 개인취약성: 환경 요인 + 성향 요인
개인취약성의 여러 내용들은 환경 요인, 성향 요인, 과거 치료력 등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적
인 생활문제나 금전적 채무 등 생활환경 요인과 관련한 개인취약성 케이스와 완벽주의 성향 또는 ‘민감하
게 책임감을 느낌’ 등 개인의 성향 요인과 관련한 개인취약성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불승
인 경향이 높다. 특히 62번, 135번, 153번, 171번 같이 망상이나 환청이 발견되는 경우는 불승인 경향이 매
우 강하다. 한편, 25번, 26번, 120번, 127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취약성’의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상술
할 필요가 있다.

• [25번]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 총국장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자존감 상처, 의욕저하, 우울감, 불면, 분노감정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우울증 등 질병에 이를 만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 [26번] 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두려움, 업무 강도 강화(연장 6시간을 포함해 14시간씩 일함), 이벤트(설계
문제로 인한 손실 발생), 유서 등의 객관적 증거(업무스트레스 및 실직에 대한 두려움 토로)가 발견되었음
에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등이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
은 개인적인 성격에 의한 결과로 판단
• [62번] (케이블매설공사 현장소장(새로운 업무)으로 고압전선 지중화 작업 도중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느껴 베란다 창문에서 투신했지만,) 사고의 주된 문제는 개인의 정신병적 증상(망상․환
청: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
• [120번]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 납품 과정에서의 긴장상태 및 납품시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압박 등
의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고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회사와 자기를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협력업체 도
산, 이후 선정된 협력업체의 폐업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수행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적인 소양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 [127번] (데크하우스를 제작 시 강철판을 곡직하는 업무로 누적된 과로에 힘들어했고, 반장으로 승진 후 팀원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몹시 힘들어 했으며, 상사가 팀원을 배제한 채 팀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혀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힘들어 했음을 주장하나,) 직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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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의 자살은 본인의 성격적 특성 등 개
인적인 취약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
• [131번] 원청업체의 제품사양 변경요구(투명유리→저철분유리)에 따라 공급과정에서 파생된 불량품 발생 문제, (불
량품 처리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재해자도 책임,) 기성금(공사대금 중 일부) 문제, 공사계약내용 변경문제,
준공지연문제 등의 갈등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동료근로자 및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서 업무관련 스
트레스에 대한 특이 진술은 확인되지 않으며, 가족이 보는 공간(작은방)에서 자살을 시도할 것을 볼 때, 업
무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고인은 사건 발생 2주전에도 자살시도로
의심되는 목 부위의 흔적이 있었으나 그 흔적을 가리는 등 자살에 이를 정도의 판단력 망실의 상태가 있어
보이지 않음
• [135번]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추간판탈출증-급성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로 변경승인)로 요양 후 이후 복귀 시 새로
운 업무 부적응, 동료간 갈등 등으로 급성스트레스장애가 재발했고 스트레스 겪다 자택에서 투신하였지만)
적응장애가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알콜의존증후군의 진단이력 등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알콜성 정
신병적 피해망상(“성기가 거세됐다” “카메라 설치됐다”) 등의 새로운 질환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 [136번] (주유소 소장으로 지지하던 전 조합장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대 조합장의 사람이 상사로 부임하면서) 회
사 내에서의 관계 등의 어려움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을 유발할 만큼의 큰 변화나 스트레스는 아
니었으며, 회사의 조치는 본인 과실에 상당부분 기인한 측면이 있고, 이외에도 개인적인 생활문제, 금전적
채무 등 업무외적인 이유, 즉 개인적인 취약성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판단
• [153번]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로 보직변경 및 해고의 압박과 2주간 7번의 철야 근무 등이 발견되나 판정위의
의견은) 업무내용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해고나 실업에 대한 두
려움과 피해망상, 완벽주의 성향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 [154번] (건설현장 관리소장으로) 현장에서 4개월간 업무스트레스(공사장 바닥문제)에 시달렸으나, 가족문제(아이들
과 학교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냄), 원룸 주인이 방 빼달라고 한 점(그래서 공사현장 다락방에서 잠), 경
제적 문제(이전 사업 부도) 등으로 업무 인관관계 어렵다고 판단
• [171번] (건설공사 신호수로서의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불면증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상 우
울감, 자살시도 실패, 과대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 있어 우울증에 따른 자살로 판단
• [180번] (지난 15년간 전국 상위 10% 이내의 영업실적을 내던 보험설계사로 무리한 영업실적 유지에 대한 스트레
스, 육성센터장의 무시(잡일을 시킴) 등으로 본인 차량에서 번개탄 피워 자살) 영업형태가 일반적이라 할
수 없으나 보험영업을 위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중압감을 느꼈으나, 34억의 사용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설명 영업실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고인의
과도한 성취욕구(평소 일벌레로 소문났다는 동료의 진술),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 [188번] (공단 신입사원으로 신입사원 합숙과정에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새로운 업무 스트레스, 파업으로 업무량
증가 등으로 2개월 수습 후 아파트 14층에서 투신) 회사 파업으로 4일간 일시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나 동
일 업무한 근로자 모두 강하게 받을 만큼의 스트레스 강도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피해사고, 망상에 관계되
는 증상(카톡이 해킹당했다 횡설수설), 정신병적 가족력(고모 기도원 화재 후 횡설수설) 등 개인적 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

≫ 62번 케이스의 경우,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개인의 정신적 성향이 왜 이 시기에 발현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개인적 정신적 성향(망상․환청)이 발현하게 된 맥락성(새로운 업무: 현장소장 업무)
을 적극 고려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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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취약성: 과거 치료력
과거 치료력이 있는 경우, 그 과거 치료력이 당시 업무와의 연관성은 어떠했는지 당시 맥락(업무 환경)
속에서 질병을 판단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우며, 재해자가 치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치료 과
정이나 노력 등은 사장되어 버리고, 과거력이 현재의 당해 업무로 인해 재발할 가능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다. 과거력이 지금 이 시점에 왜 드러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충분한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운 채,
과거력은 개인취약성으로 등치돼 불승인을 정당화하는 변인으로 동원된다.
과거력은 어떠한 질문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은 채 블랙박스처럼 처리되고 불승인의 자동 분류 기준처
럼 작용하고 있다. ‘과거 치료력이 없는 것’이 왜 승인의 조건으로 언급되어야 하는지, 이와 반대로 ‘과거
치료력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왜 불승인의 근거로 작용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과거력’은 매우 자의적
인 근거로 동원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업무 특성이 과중해 정황상 문제적인 사례로 보여도 과거 치료력으로 불승인된 사례들이 많은데,

• [36번]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과 영업부장에서 관리부장으로의 역할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업무 스트
레스 및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통상 업무에서 적응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부담으로 보이지 않고, 우울장애
와 그로 인한 자살에는 개인적 취약성(누나가 3년 전 심한 부부싸움으로 자살하여 정신과 진료, 3주전 친
구의 자살)이 많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
• [44번]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로 장시간 노동이 명확하고 자살 사고 전 이벤트(교수의 질책)가 있었음에도, 대학 시
절 불안 증상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었고, 재해발생전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뚜렷하게
상실한 정신이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130번] (대기업 신사업개발팀 과장으로 카타르 전력청이 발주한 입찰사업을 맡아 (리스크에 대해) 극도로 스트레스
를 받았음에도) 신경정신과 기록 상 주 호소 내용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본인의 건강상태(당뇨 및 무혈성
괴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업무상 과실의 경우 회사 내규는 손배를 묻지 않는다고 볼 때, 사망과 자살
은 연관성 없다고 판단
• [141번] (의약품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저성과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입찰 프로젝트 준비로 연장근무
가 잦던 시기 담당 병원 근처 모델 완강기에 목 매 자살) 팀장 근무 당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우울증 발현 시기와 업무 부담 시점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우울증 발현 시기 ~ 배우자와의 갈등, 이후 별
거)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147번] 업무 증가(사업장 이전, 새로운 시스템 오픈,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 업무, 인
수인계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샵 등) 있으나, 객관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
고 보기 어려우며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요인이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완벽주의적 성향 등 개인 소인에 의
한 것으로 판단
• [186번] 10여년 전부터 우울증상 과거력이 있고 재해 2년 전 이혼 사실이 있어 업무 스트레스(폐기물 슬러지 발생
에 대한 책임 스트레스) 보다는 개인 취약성으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
• [187번] (생수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전치8주의 중상을 입혀 경찰조사 받고 스트레스 받다 베란다에서
투신했지만,) 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로시간, 교통사고 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10여년 전부터 7년 동안 중증 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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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드, 조현병, 불안장애, 양극성정동장애)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했다고 판단

≫ 25번 케이스의 경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 요인’의 기준이 불명확하기에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취약성’에 대한 근거/내용이 타당한 수준으로 상술할 필요가 있다.
≫ 26번 케이스의 경우, 회사의 구조조정 상황이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해당사자(팀장의 책임 부담, 실적 저조에 대한 스트레스, 연장 6시간을 포함해 14시간씩 일함)의 관점에
서 그 고충과 스트레스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 147번 케이스의 경우, 과거력(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이 회사 해킹(이벤트)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자살 전 증상(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 증상 악화)이 회사 이전 문제와 겹쳐있는 것이므로, 완벽주의적 성
향 등의 개인 소인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 발생의 ‘맥락’이 충분히 설명됐어야 한다.

③ 경력, 적응성, 통상적인 수준으로 불승인된 경우
업무 경력이나 적응성 또는 통상적인 수준(‘너만 힘드냐 다들 힘들다’식)을 이유로 자살을 업무상 이유
로 판정할 수 없다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36번]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과 영업부장에서 관리부장으로의 역할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업무 스트
레스 및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통상 업무에서 적응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부담으로 보이지 않고, 우울장애
와 그로 인한 자살에는 개인적 취약성(누나가 3년 전 심한 부부싸움으로 자살하여 정신과 진료, 3주전 친
구의 자살)이 많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
• [60번] 20여 년간 해당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해 볼 때, 업무 스트레스(불법차고지 사건으로 영업정지에 대한 책임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119번] (매장 내 조리 업무 담당하던 중 [재해 석달 전] 점포 이동발령 후 조리업무 외에 새로운 인사관리 업무
등의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지만), 고인이 그동안 수행하던 일상적인 조리업무의 일부로
판단되고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직무요인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 [120번]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 납품 과정에서의 긴장상태 및 납품시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압박 등
의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고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회사와 자기를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협력업체 도
산, 이후 선정된 협력업체의 폐업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수행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적인 소양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 [132번] (가로등 설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하청의 증가, 공사 마감에 따른 촉박한 일정, 인력부족 등으로 일부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간외 근무 등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하지 않음 점
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통상의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사망 전 가족과 여행을 가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생
활을 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병력도 없기에 업무 관련성 낮다고 판단
• [140번] (주로 광고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는 광고마케팅팀 팀장으로)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과 구조조정에 따른 해
고불안, 연장 근무로 자살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CM부서 신설에 따른 영업 목표가 오히려 축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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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행사협찬 역시 회사는 국내 1위 회사로 협찬이 그만큼 수월했
을 것으로 판단. (매출압박에 대한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타 영업팀장들도 있는 부분) 또한 영업 업무
를 수행해 상당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
다.
• [147번] 업무 증가(사업장 이전, 새로운 시스템 오픈,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 업무, 인
수인계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샵 등) 있으나, 경력 16년차에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
고 판단하기 어려움
• [142번] 방사 DSC(모니터 통해 생산설비 가동 확인) 업무는 7년간 계속 해오고 있던 것은 업무에 있어 큰 변화라
고 볼 수 없고, 희망퇴직 강요한 정황 없어 구조조정과 업무강도 증가가 스트레스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음164)
• [146번] 11개월 간 근무한 주임(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철강사업부 자동차 강판 파트 수출입 영업 업무 담당)으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어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수십
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 [156번] 환경상 업무 스트레스(조직개편으로 부하직원 1명 퇴사, 영업관련 비용으로 추정되는 채무 1억 2천 만원으
로 이에 대한 독촉전화 수시로 받음)가 없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고 업무환경의 결정적 변
화, 충격 사건, 인간관계 변화 등 없어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174번] (해외에서 수주한 물량을 하청제작해 납품하는 4인 규모의 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하다 자살) 초과근무에
관해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의 채용이유나 과거 근무경력 그리고 사업주의 진술 등에 비춰보
면 과도한 정도의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 중국 바이어 납기 지연 사고 있었으나 고인이
직접 항의를 받았거나 영향을 받은 주체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자살 결정할 정도의 부담인지 의문인 점 등으로 업무상 인과관곈 낮다고 판단
• [192번] 기자로서 업무 및 부서 인사이동(재해 1주일 전 정치부에서 증권부로 이동)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될 수 있
으나, 인사이동이 고인에게 특정하여 실시된 것은 아니고, 고인의 업무적 스트레스는 일반적 기자 업무 환
경에서의 스트레스로 판단
• [194번]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하더라도, 20여 년간 같
은 업무를 수행해 해당 업무에 익숙했다고 판단

≫ 119번 케이스의 경우, 재해 석달 전 점포 이동(2016.2.16.) 시기 인사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면서 스
트레스로 정신과 진료(‘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내가 책임자 일을 맡았는데
너무 큰 부담이다” “윗사람 아랫사람, 콘트롤해야 하고 스트레스 많았다” “죽고 싶은 생각 있다”)를 받았
던 상황에 대한 맥락적 설명이 부족하다.
≫ 142번 케이스의 경우, 계속 해오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재해 발생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작업자가 줄
면서 4조3교대에서 12시간 맞교대에 4시간 추가 근무 내역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증거됐어야 한다. ‘업무
상의 변화’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 146번 케이스의 경우, ‘업무 상의 변화’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계속 해오던 업
164) 과거력이 있는 경우 많은 경우 개인 취약성을 들어 불승인을 하는 것에 비해, [142번] 불승인 케이스의 경우, 재해
발생 4년 전(상세불명의 신경증성장애)과 6개월 전(수면장애, 불면증) 진료 내역이 있었음에도 불승인 근거로 개인 취
약성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

- 184 -

무라 하더라도, ‘수십 억의 손실 발생’이라는 맥락 속에서 가중됐을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화했어야 한다.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승인에 유리했을지도 의문이다. 승인 케이스 24번(생활건강 기술
연구원, 업무 실수로 인한 손배 추궁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이 손배에 대한 불안감 등 ‘주관적 불안감’을
적극 고려한 바와 비교할 때,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요구는 과해 보인다.

④ 위기 이벤트에 대한 판정 내용 비교
위기 이벤트(‘구조 조정’, ‘하자 발생’, ‘손실 초래’, ‘공기 연장’, ‘아차 사고’, ‘민7형사 소송’ 등)에 따른 책
임 부담 스트레스는 (업무 경력과 별개로 또는 회사내 리크스 프로세스가 있다하더라도 또는 리스크에 대
한 책임을 직접 묻지 않는다하더라도 또는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묻기보다는) 당시 맥락에서 재해
자에게 가중되었을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책임 부담 등의 스트레스를 적극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165)

<표 13-4> 위기 이벤트에 대한 판정 내용 비교
번호

내용

24번

생활건강 기술연구원에서 제품 개발 중 업무 실수로 인한 손배 책임 추궁에 불안감 등 스트
레스 겪다 자살

29번

여신관리센터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일하던 중 기존 여신 역조와 신규여신 실적하락 등
목표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텃밭에서 음독 자살[대법원 판결]

30번

마트의 총괄매니저로 새벽 근무가 잦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직원이 할머니 친 사고
발생,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신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스트레스 받아 자살

43번

완성차 품질관리 임원으로 중국 공장 출장 업무 중 새벽 근무가 잦았고 품질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로 출장 중 자살

45번

매형이 사업주로 있는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최근 경영 악화에 의한 책임감이 컸고 직원해고
에 대한 스트레스로 사무실에서 자살

56번

은행 VIP실 업무하다 고객이 사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민원 및 민형사소송으로 2
년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새로운 대출업무를 맡게 되면서 불면증, 우
울증 등이 발병하여 치료 받던 중 친정식구 아파트에서 투신

54번

건설현장 하자보수업무 하다 소위 ‘미친 강성’의 과도한 청소 요구 + 재해자가 일부 청소 +
청소비용의 절반을 사비로 배상 + 이에 대해 선배 문책 등이 있었고 페북 상에 하자보수 업
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호소하다 현장 옥상에서 목 매 자살

130번

대기업 신사업개발팀 과장으로 중동국의 전력청이 발주한 입찰사업을 맡아 (리스크에 대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택 주방에서 목매 자살

승인

불승인

․

165) 위기 이벤트에 따른 책임 부담 스트레스 이외에 어떠한 고려 요인에 따라 승인 불승인으로 나뉘는지를 비교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불승인 케이스의 위기 이벤트들이 <조사 지침>(16쪽)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에 해당함에도 불승인으
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185 -

131번

유리공사를 입찰해 수주를 받고, 하청업체를 지정해 유리 제품을 제공 받고 원청에 준공일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청업체를 조율하는 업무를 하던 중 불량품 발생, 불량품 처리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재해자도 책임, 준공지연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아파트 작은방에서
넥타이로 목 매 자살

132번

가로등 설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하청 증가, 촉박한 일정, 인력 부족, 업무 중 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자재 창고에서 목 매 자살 실패하자 칼로
명치부위 찔러 사망

142번

생산팀 방사 DCS원으로 일하던 중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작업자 줄면서 4조3교대에서 사실
상 12시간 맞교대에 추가로 4시간씩 더 근무하고 구조조정 스트레스 겪다 자살

148번

목공 반장으로 해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의 시위와 공사 지연 등으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던 가운데 총기로 자살

150번

지하철 기관사로 신호오작동에 따른 아차사고로 심한 스트레스(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겪다 자살

174번

해외에서 수주한 물량을 하청제작해 납품하는 4인 규모의 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하다 중국
바이어 납기지연 사고로 스트레스 받다 본인 차량에서 번개탄 피워 자살

⑤ 기타 불승인 사례
마지막으로 판정위의 설명만으로는 불승인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첫째,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발할 만큼’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힘든 건 알겠는데, 그 정도는 아
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다.

• [25번]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 총국장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자존감 상처, 의욕저하, 우울감, 불면, 분노감정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우울증 등 질병에 이를 만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 [54번] (건설현장 하자보수업무 하다 소위 ‘미친 강성’의 과도한 청소 요구 + 재해자가 일부 청소 + 청소비용의 절
반을 사비로 배상 + 이에 대해 선배 문책 등이 있었고 페북 상에 하자보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호소하다 현장 옥상에서 목 매 자살하였지만,) 하자 보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확인되나, 자
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자살 직전 뚜렷한 정신병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 [136번] (주유소 소장으로 지지하던 전 조합장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대 조합장의 사람이 상사로 부임하면서) 회
사 내에서의 관계 등의 어려움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을 유발할 만큼의 큰 변화나 스트레스는 아
니었으며, 회사의 조치는 본인 과실에 상당부분 기인한 측면이 있고, 이외에도 개인적인 생활문제, 금전적
채무 등 업무외적인 이유, 즉 개인적인 취약성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판단
• [147번] 업무 증가(사업장 이전, 새로운 시스템 오픈,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 업무, 인
수인계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샵 등) 있으나, 객관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
고 보기 어려우며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요인이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완벽주의적 성향 등 개인 소인에 의
한 것으로 판단
• [174번] (해외에서 수주한 물량을 하청제작해 납품하는 4인 규모의 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하다 자살) 초과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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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의 채용이유나 과거 근무경력 그리고 사업주의 진술 등에 비춰보
면 과도한 정도의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 중국 바이어 납기 지연 사고 있었으나 고인이
직접 항의를 받았거나 영향을 받은 주체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자살 결정할 정도의 부담인지 의문인 점 등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

둘째, ‘정신적 이상상태였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53번]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반장의 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중 일상화된 폭언, 노조의 가입 탈퇴 과정에서 불안
감, 유서 내용으로 정신적 힘겨움을 호소하다 자살하였지만,) 업무 중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근거 및 자살 전에 판단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정신적 이
상상태였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 [54번] (건설현장 하자보수업무 하다 소위 ‘미친 강성’의 과도한 청소 요구 + 재해자가 일부 청소 + 청소비용의 절
반을 사비로 배상 + 이에 대해 선배 문책 등이 있었고 페북 상에 하자보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호소하다 현장 옥상에서 목 매 자살하였지만,) 하자 보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확인되나, 자
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자살 직전 뚜렷한 정신병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 [131번] 원청업체의 제품사양 변경요구에 따라 파생된 자제 불량품 발생 문제, (불량품 처리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재해자도 책임,) 기성금(공사대금 중 일부) 문제, 공사계약내용 변경문제, 준공지연문제 등의 갈등상황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나, 동료근로자 및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서 업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특이 진술은 확인되
지 않으며, 가족이 보는 공간(작은방)에서 자살을 시도할 것을 볼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고인은 사건 발생 2주전에도 자살시도로 의심되는 목 부위의 흔적이 있었으
나 그 흔적을 가리는 등 자살에 이를 정도의 판단력 망실의 상태가 있어 보이지 않음
• [131번] 신호오작동은 사고 이후 고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여 우울 유발 정도의 요인이라
고 판단하기 어렵고 장기간 지하철 기관사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고충이 인정되지만 고인의 판단력을
상실케 할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음

기타의 불승인 사례로는 재해 발생 과정에서 범죄(금품수수, 횡령 등의 비위), 부도적인 품행(기혼임에도
동거, 거짓말, 사적인 사고 등), 사고성 재해(약물 투약) 등이 발견되는 경우 등이 있다.

• [23?번] 장례식장에서 동료직원으로부터 폭행(사적인 사고)
• [144번] 아파트관리소 관리과장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 [145번]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로큐로니움 및 미다졸람 동시 사용에 의한 사고성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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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5> 정신질산 자살 승인 사례 요약
승인 근거

비고

23

-공단의 지사 소속 근로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인의 자택에
방문해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수행 중 성추행 협박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목매 자살
-재해자의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재해
자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성추행 논란(성추행 신고, 민원
인 오빠의 협박)으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그 스트레스
로 인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했을 것으로 판단

-판정위 판단에서 “민원인
은 긴급생활지원을 받아
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또한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에서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도 있다”는 표
현은 문제적인 것으로 보
임

24

-생활건강 기술연구원에 제품 개발 업무 중 업무 실수로 인한
손배 책임 추궁에 대한 불안감을 겪다 기숙사 화장실에서 목
매 자살
-업무와 관련한 실수(하자 발생, 근거자료 미흡)로 손해배상책
임 추궁(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 주관적 부담감이 상당했음
이 남자친구와의 카톡 대화(“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만
두고 싶다” “아예 사라지고 싶다”)가 파악되며,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과 사업장에서 일치된 진
술(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빈도가 많은 편)로 업무량 증가 사
실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업무 실수로 인한 손배 책
임 추궁 스트레스를 적극
적으로 고려한 사례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음에도, 청구
인과 사업장의 진술이 일
치해 업무량 증가를 인정
한 사례

27

-반도체조사제조 회사에서 계장 승진 후 업무 부담(현장 생산
업무에서 사무 관리 업무로 변화)과 상사의 괴롭힘으로 스트
레스를 겪다 제주도에서 돌이 든 가방을 멘 채 변사체로 발견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개인의 기질적 취약
성 또한 확인되지 않았고, 유서(“무작정 ~~로 향했다”) 내용
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며, 상사의 괴
롭힘, 인격 모욕, 무시,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자살

-유서 내용(“보고서를 작성
하면 6~7번은 보고해야”,
“내 자신이 인격이라는 생
각을 잃어버리고”, “팀장
은 쓰레기였다”)의 구체성
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증거

28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비부장으로 일하던 중 새로운 업
무 적응(신규 공범의 설비공사 총괄책임), 자재(파이프)로 인
한 분쟁, 준공 전 예비점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하여 자살(2015.1.25.)
-과거 치료력(자살 사고 3년 6개월 전부터 9개월 가량 수면장
애와 우울감 진료, 자살전 3개월 전에는 불면증, 우울증 급격
히 악화)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신규 공범의 설비공
사 총괄책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준공기한 준
수에 대한 압박, 자재(파이프)로 인한 분쟁, 준공 전 예비점검
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과거 치료력이 있었음에
도, 새로운 업무와 분쟁으
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
증 야기, 이로 인한 자살
로 파악

29

-여신관리센터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일하던 중 기존 여신 역조
와 신규여신 실적하락 등 목표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텃밭에서
음독 자살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우울증이 발현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
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
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대법원 판결](공단에서
는 지점장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초월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승인)

-실적 압박 스트레스가 우
울증 야기, 이로 인한 자
살로 파악

30

-마트 매니저로 일하던 중 총괄매니저 업무에 따른 심리적 부
담과 일련의 사건(직원이 할머니 친 사고 발생, 유통기한 경

-총괄매니저의 업무 부담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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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품 신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스트레스 받다 회
사 옥상에서 투신
-총괄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며 증가한 업무량(재해 2개월 전부
터는 3명이서 할 일을 혼자서 감당,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잦
았음)과 이에 따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련의 사건(직원이 할머니 친 사고 발생, 유통기
한 경과 제품 신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

들을
사례

적극적으로

고려한

31

-의류 회사에서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던 중 회사 내 상사의
상품법 위반 사건으로 감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오해로
냉대를 받다 스트레스로 야구장 옆 공터 내 차량에서 자살
-회사가 고인을 감사실로 여러 차례 불렀고(이벤트) 이러한 모
습이 동료들의 냉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으며, 유서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호소 내역 구체적으로 확인: “인간적으로 나
를 이렇게 매장” “억울하고 원망”)되는 바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라 판단

-감사라는 객관적인 이벤트
있었고, 이로 인해 생긴
집단적인 괴롭힘이 발견되
고, 유서에도 구체적으로
명시

34

-자동차 부품업체 페인트 배합 담당으로 요양(공상) 후 업무
재배치(배합->미세먼지 검사->도색) 과정에서 좌절감과 모멸
감으로 자살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쳤으나 공상 처리하여 억울하고 분한
상태였고,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 채 복직 후 업무재배치 과정
에서 익숙치 않은 업무로 전환함으로서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
꼈던 점을 고려하여 인정한 경우

-요양(공상) 후 업무 재배
치 과정에서 겪은 좌절감
과 모멸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례

35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현장민원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와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 잘못된 지반 예측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 발주처와의 갈등(발주처는 현
장소장인 고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공사를 관리감독, 단체대화
방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고인에게 모멸감 줌) 등 최
근 발생한 스트레스로 뒷산 절 근처에서 목매 자살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한 내역(자살 사고 10년 전부터 경도우
울에피소드로 치료, 6년 전까지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
료)이 확인되나, 개인적 취약성 보다는 현장 소장으로 공기연
장에 대한 책임감, 지역주민의 민원, 발주처와의 갈등 등 최
근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하
게 된 것으로 판단

-과거 치료력이 있었음에
도, 현장 소장으로 공기연
장에 대한 책임감, 발주처
와의 갈등에 따른 정신이
상상태 야기, 이로 인한
자살로 파악

39

-거래소 사무직으로 직장내 성희롱과 따돌림에 우울증을 겪다
자신의 방에서 목 매 자살
-상사의 성희롱 발언 및 이후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고, 이후
가해자와 같은 층으로 발령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우울증으
로 인한 병가 사실이 알려져 직원들의 험담에 노출되는 등 조
직내 보호체계가 미흡하였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상병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복직되는 등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증이 촉발
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직장 내 성희롱과 이후 발
생한 따돌림을 적극적으로
고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
직내 보호체계의 필요성
강조

40

-직장내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폭언과 폭행, 직책 강등, 인사
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다 나무에 목 매 자
살
-(재해 10여년 전부터) 기존질환인 알콜성 의존증, 불안․우울증
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상태에서 직장상사인 조합장으로부터
(선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 폭언, 폭행(전치
2주의 상해)을 당했고, 직책이 강등(차장→과장)되어 기존에
유지해 오던 지위와 책임, 정체성에 타격을 받았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인사이동이 좌절됨으

-과거 치료력(재해 10여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 오던
알콜성 의존증, 불안․우울
증)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폭언․폭행, 직책 강등 등
일터괴롭힘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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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직장내 괴롭힘, 폭언, 폭행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
안감이 큰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43

-완성차 품질관리 임원으로 중국 공장 출장 업무 중 새벽 근무
가 잦았고 품질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로 출장 중 자살()
-출장 중 새벽 근무가 잦았으며 중대한 품질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고 판단

-품질관리 임원의 업무 부
담과 출장 중 발생한 품질
사고에 대한 책임 스트레
스를 적극 고려한 사례

45

-매형이 사업주로 있는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최근 경영 악화에
의한 책임감이 컸고 직원해고에 대한 스트레스로 사무실에서
목 매 자살
-경영 악화(매출액이 14’ 11억→15’ 5억→16’ 1억으로 급감)에
대한 책임감 및 압박감이 컸으며, 재정압박으로 인한 직원 해
고에 대해서도 힘들어한 점, 유서(불면증, 자살사고, 답답함
호소)나 동료 진술을 감안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악
화되어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부
인과의 다툼, 사업주가 매
형인 점)이 있었음에도, 경
영 악화 요인과 유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46

-조선소 협력업체 취부반장으로 보직변경(물량팀)과 직책 강등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스트레스
받다 자택에서 목 매 자살
-과거 7년 3개월간 수행한 업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없
어지는 다른 팀으로의 전환 배치 및 직책 강등에 따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
스가 큰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
을 한 것으로 판단

50

-플랫폼 개발부에서 웹어플리케이션 개발업무를 하다 과도한
업무 증가(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납기일 맞춰
야 하는 상황)로 스트레스 받다 투신 사망
-사건 발생 직전 주당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하
여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는 점, 사건 발생 직전
까지도 업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하여 가족과 문자메시지를 주
고받았던 점, 사건 4일 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를 받은 점, 업무관련 외에 그 어떤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사
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

51

-경영지원부 책임자로 과중한 책임(부당이득청구소송과 세무조
사)과 업무 증가(하급자가 인사이동하면서 경영지원부 업무전
반을 맡아야 하는 상황)로 스트레스 받다 회사 보일러실에서
목 매 자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문제로 회사가 큰 금액의 소송을 제기
당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높았으며, 특히 사망 1주일 전 세무
조사로 인해 압박감이 가중되었던 점,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
인은 본인의 과실에 대한 죄책감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
울증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
살을 한 것으로 판단

52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과도한 업무량(사망 전 4주
28일 중 22일 근무, 평균 주 66시간 노동)으로 스트레스 받
다 자택에서 목 매 자살
-사건 발생 직전 주당 근무시간이 66시간으로 과로로 인한 스
트레스 등이 확인되는 점, 사건발생 직전까지도 업무관련 스
트레스에 대하여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업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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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외에 그 어떤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적 이상 상태에 서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

56

-은행 VIP실 업무하다 고객이 사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금융감
독원 민원 및 민형사소송으로 2년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스트
레스를 받고 있었고 새로운 대출업무를 맡게 되면서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치료 받던 중 친정식구 아파트에서 투
신
-2년 3개월에 이르는 민원, 민형사소송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
트레스와 대출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일어난 자살로 판단

-오래 지속된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 여기에 가중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케
이스

57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으로 근무(조립업무)하다 정규직 전
환되면서 직무 변경(보전부->자재불출)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로 자택에서 자살
-자재불출 업무로 변경 후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30% 이상)했
으며, 직무 변경에 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 호소 내역(카톡
대화, 수첩 메모, 동료 진술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정신이
상상태에서의 자살로 판정

-직무 변경에 따른 업무 스
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고려
한 사례

61

-골프장 인허가 업무, 경영지원부장 겸직, 건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한데다, 재해자의 승진에 대한 동료의 난동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
-차장 승진과 동시에 경영지원부장을 겸직하였고 건설관리 업
무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상당하였으며, 고
인의 승진에 반감을 품은 동료의 난동과 살해 협박, 이후 징
계절차 진행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

-업무량 과다, 직장 상사와
의 갈등, 동료의 난동이라
는 이벤트 등이 유발한 스
트레스를 적절히 고려한
사례

63

-처음 맡은 행정총괄업무에 대한 업무 부담이 컸고, 개원 업무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장과 그 가족들과의 갈등에 스트레
스를 겪다 자살
-처음 수행하는 사무장 역할을 하며 혼자 여러 가지 문제(행정
총괄업무)를 책임지며 그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개원 준비로
거의 잠을 못 잤고 집에 와서도 PC로 업무를 정리하느라 새
벽 2-3시경에야 잠, 휴무일 없이 계속 일할 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환경에 대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실미약,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적 요인으
로 발생한 사고

-사무장 업무의 책임 및 부
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했
고, 병원개원 과정에서 병
원장과 그 가족들과의 갈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
극적으로 고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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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6> 정신질환 자살 불승인 사례 요약
불승인 근거

비고

23

-장례식장에서 동료직원으로부터 폭행(사적인 사고)

25

-학습지 회사 사업국장으로 일하다 인사전보 이후 스트
레스(왕복 100km 출퇴근, 업무 적응 및 저조한 실적)
를 받았고, 자택 근처로 재발령 이후 총국장과의 갈등
(회식 불참석 강요 등의 왕따, 퇴직 강요) 등으로 사직
서 제출․철회를 반복하다 자택에서 목매 자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 총국장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
트레스(자존감 상처, 의욕저하, 우울감, 불면, 분노감
정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 보
이나, 우울증 등 질병에 이를 만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개인적
인 취약성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
스 요인’의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
적이어 보임. 인사전보 이후 스트
레스와 총국장과의 갈등을 구체화
했어야 함
-‘개인 취약성’에 대한 근거/내용이
불명확해 보임, 왜 업무관련성보다
개인 취약성 때문인지 타당한 정도
로 상술할 필요 있음

26

-선박설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선박 설계 문제로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손실 부담이 컸고, 회사 경영악화로
부서 인력이 부족했고, 잔업이 많았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중 자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등이 확인되
나, 이는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되며, 자살은 개인적인 성격에 의한 결과로 판단

-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두려움, 업무 강도 강화(연장 6시
간을 포함해 14시간씩 일함), 이벤
트(설계 문제로 인한 손실 발생),
유서 등의 객관적 증거(업무스트레
스 및 실직에 대한 두려움 토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승인
-재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고, ‘개인적인 성격’에 대
한 근거/내용이 보다 타당한 정도
로 상술될 필요가 있음

36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인 가운데, 영업부장에서 관리부
장으로 인사이동 후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결재시 본부장의 면박 등 이후 자살
-업무 스트레스 및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통상 업무에
서 적응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부담으로 보이지 않
고, 우울장애와 그로 인한 자살에는 개인적 취약성(누
나가 3년 전 심한 부부싸움으로 자살하여 정신과 진
료, 3주전 친구의 자살)이 많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

-장시간 근로, 역할 변화(영업부장
에서 관리부장), 이벤트(본부장의
질책) 등이 구체화됐어야 함

44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 1년차로 분과 이동(신장내과)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컨퍼런스 준비 부족에 교수
의 질책을 받은 후 옥상에서 투신
-대학 시절 불안 증상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었고,
재해발생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
력을 뚜렷하게 상실한 정신이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장시간 노동이 명확했고 자살 사
고 전 이벤트(교수의 질책)가 있었
음에도, 기존 질환 치료력이 부정
적 영향을 미침
-장시간 노동에 따른 업무 스트레
스와 이벤트(교수의 질책)와 자살
간의 연관성을 구체화했어야 함

47

-외식사업부 인사총무팀장과 영업팀장을 겸직하며 원치
않았던 발령(총무팀→외식사업부)과 업무 증가(신설 조
직의 체계를 잡아야 하는 상황)와 사업부의 실적 부진
에 스트레스를 받다 사무실 건물 계단에서 목 매 자살
-업무량의 증가와 매장 폐업 및 축소로 인해 부하 직원
을 해고시키는 과정, 과거 동급 직원이었던 현재 상사
와의 갈등관계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초래하여 자살할 정도의 스
트레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초래
하여 자살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어떤 기준/정도인지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음

53

-자동차 부품업체 보전팀 소속으로 반장의 보조업무(5
년 가까이 허드렛일)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선배들의

-노조의 가입 탈퇴 과정에서의 스
트레스, 작업과정 상의 폭언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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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폭언과 핀잔, 질타를 받는 것이 다반사였고
(동료들의 진술 및 유서에도 확인), 노조의 가입 탈퇴
과정(금속노조→기업별노조)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겪
다 출입문에 허리띠로 목 매 자살
-업무 중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
이나,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근거 및 자살
전에 판단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정신적 이상상태였
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타, 관련한 유서 내용(업무 수행에
따른 정신적 힘겨움 호소)이 구체
화되고 강조됐어야 함

54

-건설현장 하자보수업무 하다 과도한 업무량과 난이도,
하자보수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를 보이다
현장 옥상 출입문 지붕에 전선으로 목을 매 자살
-하자 보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확인되나, 자
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자살 직전 뚜렷한 정신병적 상태를 확인하
기 어렵다고 판단

-이벤트(소위 ‘미친 강성’의 과도한
청소 요구 + 재해자가 일부 청소
+ 청소비용의 절반을 사비로 배상
+ 이에 대해 선배 문책) 이후의 기
록(페북에서 하자보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호소) 등을
적극 고려했어야!

60

-렌트차량 배차업무 하던 중 불법차고지 사건으로 영업
정지 받지않을까 걱정했었고, 이후 4개월 가량 우울증
치료와 3차례 자살 시도 있어음, 우울증 통원 치료 중
자택에서 목 맴
-20여년 간의 근무이력을 감안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다
고 볼 수 없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불법차고지 사건으로 야기될 영업
정지에 대한 책임 스트레스를 보다
구체화했어야 함
-불법차고지 사건 이후 4개월에 걸
친 우울증 진료기록 상의 업무 애
로사항을 구체화했어야 함

62

-케이블매설공사 현장소장(새로운 업무)으로 고압전선
지중화 작업 도중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느껴 베란다 창문에서 투신
-사고의 주된 문제는 정신병적 증상(망상․환청: 현관 밖
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전 작업 시 포크레인에
의한 피복손상은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당시
에도 동료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적 소견을 보인 것은 개인의 정신적 성향인 것으로
판단

-새로운 업무(현장소장 업무)가 정
신병적 증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화
했어야 함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개인
의 정신적 성향(망상․환청)이 왜 이
시기에 발현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발현의 맥락성을 적극 고
려했어야 함

119

- 매장 내 조리 업무 담당하던 중 점포 이동 후 인사관
리업무를 새롭게 맡아 스트레스를 겪다 정신과 치료
중 보일러실 천장에 목맴
-점포 이동발령 후 직장 선임으로서 점포 내 조리인원
(후임)에 대해 제조 기능 검토 등 품질관리를 위한 업
무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고
인이 그동안 수행하던 일상적인 조리업무의 일부로 판
단되고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직무요인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재해
석달
전
점포
이동
(2016.2.16.) 시기 인사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로 정
신과 진료(‘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내가 책임자 일을 맡았는데 너무
큰 부담이다” “윗사람 아랫사람,
콘트롤해야 하고 스트레스 많았다”
“죽고 싶은 생각 있다”)를 받았던
상황에 대한 맥락적 설명이 부족

120

-사무용품 및 판촉물 도소매업에서 영업관리 업무로 스
트레스(최적 제품 구비에 대한 부담, 사소한 실수가
전량 폐기의 위험, 납품시 부당한 요구에 대한 압박,
거래처와의 알력 관리 부담)를 받다 사무실 옆 창고에
서 자살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 납품 과정에서의 긴장
상태 및 납품시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압박 등
의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고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회
사와 자기를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협력업체 도
산, 이후 선정된 협력업체의 폐업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수행으로

-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수행에 대
한 기준이 애매모호함
-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
적인 소양’ 역시 불승인의 근거로
애매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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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적인 소양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
으로 판단

127

-데크하우스를 제작하는 업무 중 강철판을 곡직하는 업
무의 중간관리자로 상사와의 갈등으로 회사를 그만두
고 텃밭 인근의 나무에 목 맴
-(누적된 과로에 힘들어했고, 반장으로 승진 후 팀원들
을 관리하는 부분을 몹시 힘들어 했으며, 상사가 팀원
을 배제한 채 팀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혀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힘
들어 했음을 주장하나,) 직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
되지 않으며 고인의 자살은 본인의 성격적 특성 등 개
인적인 취약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

- ‘본인의 성격적 특성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구체화되었으면 함

130

-대기업 신사업개발팀 과장으로 중동국의 전력청이 발
주한 입찰사업을 맡아 (리스크에 대해) 극도로 스트레
스를 받았고 자택 주방에서 목매 자살
-사망시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재
직 시기를 지난 시점(퇴사후 한달 뒤)이며, 퇴사 후 신
경정신과 기록상 주 호소 내용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본인의 건강상태(당뇨 및 무혈성 괴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업무상 과실의 경우 회사 내규는 손배를 묻
지 않는다고 볼 때, 사망과 자살은 연관성 없다고 판
단

-입찰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극도
의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반영했
어야 함
-손배를 직접 묻지 않는다하더라도,
신경정신과기록(“회사일 걱정 많
다” “소송이 걸릴 것 같다” “돈을
물고 나오지 않을까”)이나 메모
(“갑자기 연차 후 입찰업무 왔다”
“리스크 체크가 두렵다”)에서는 상
당한 스트레스가 호소됐고, 이를
강조했어야 함

131

-유리공사를 입찰해 수주를 받고, 하청업체를 지정해
유리 제품을 제공 받고 원청에 준공일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청업체를 조율하는 업무를 하던 중 불량
품 발생, 준공지연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아파
트 작은방에서 넥타이로 목 매 자살
-원청업체의 제품사양 변경요구(투명유리→저철분유리)
에 따라 공급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문제, (불량품 처
리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재해자도 책임,) 기성금(공사
대금 중 일부) 문제, 공사계약내용 변경문제, 준공지연
문제 등의 갈등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동료근
로자 및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서 업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특이 진술은 확인되지 않으며, 가족이 보는 공간
(작은방)에서 자살을 시도할 것을 볼 때, 업무적 요인
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고인은 사건 발생 2주전에도 자살시도로 의심되는 목
부위의 흔적이 있었으나 그 흔적을 가리는 등 자살에
이를 정도의 판단력 망실의 상태가 있어 보이지 않음

-동료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한
불승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가족공간에서의 자살 시도가 업무
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크
게 작용했다함은 매우 불명확한 설
명이고 역으로 업무공간에서의 자
살 시도 모두를 업무적 요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2주전 자살시도에 따른 목 부위의
흔적을 가리는 등의 행위를 자살에
이를 정도의 판단력 망실이 아니라
고 보는 것 또는 애매모호함

132

-가로등 설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하청 증가, 촉박한
일정, 인력 부족,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자재 창고에서 목 매 자
살 실패하자 칼로 명치부위 찔러 사망
-하청의 증가, 공사 마감에 따른 촉박한 일정, 인력부
족 등으로 일부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되나, 시간외 근무 등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하지 않음 점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통상의 정도
에 불과할 뿐이며, 사망 전 가족과 여행을 가는 등 지
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
은 병력도 없기에 업무 관련성 낮다고 판단.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병력도
없다’가 불승인의 근거인 이유는
무엇인지?
-‘시간외 근무 등 객관적 자료가 명
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 스
트레스가 통상의 정도에 불과’하다
고 판단하는데, 왜 동료의 진술
(“사람은 없고 일은 늘어만 갔고
공사가 많다보니 6명이서 4개 팀
으로 일할 때도 있어 재해자는 팀
장으로서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걸
로 알고 있고, 5월 달은 항상 힘들
어 보였고 잠도 잘 못 잤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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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는지?
-재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손배 책임) 스트레스
를 적극 고려했어야 함

135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부품조립 담당하다 추간판탈출증
으로 요양(산재) 후 진단서 문제로 직원과 갈등 있어
우울증에 시달리다 급성스트레스장애로 추가상병 신청
(적응장애로 변경승인)하였고, 이후 복귀 시 새로운 업
무 부적응, 동료간 갈등 등으로 급성스트레스장애가
재발했고 스트레스 겪다 자택에서 투신
-적응장애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알콜의존증후군의 진
단이력 등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알콜성 정
신병적 피해망상(“성기가 거세됐다” “카메라 설치됐
다”) 등의 새로운 질환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알콜성의존증후군 진단이라 하더
라도 요양 후 부서이동 뒤 부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졌음을 구체화했어
야 함

136

- 주유소 소장으로 지지하던 전 조합장이 선거에서 패
배한 후 상대 조합장의 사람이 상사로 부임하면서 업
무인수 인계 과정에서 운영비 과다지출에 대한 변상,
법인카드 회수, 핸드폰 정지, 업무 박탈 등으로 스트
레스 받다 농장 근처 공터에서 차량 내 번개탄 피워
자살
-조합장 선거 이후 회사 내에서의 관계(상대 조합장 사
람이 상사로 부임) 등의 어려움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지만, 자살을 유발할 만큼의 큰 변화나 스트레스는 아
니었으며, 회사의 조치는 본인 과실에 상당부분 기인
한 측면이 있고, 이외에도 개인적인 생활문제, 금전적
채무 등 업무외적인 이유, 즉 개인적인 취약성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판단

-유서의 내용(상대 조합장 사람인
직장 상사에 대한 원망: “너는 내
가 죽어서도 널 죽인다”)은 얼마나
고려되어야 하는가?
-내연녀의 진술(직장상사와의 갈등
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한 얼마나
고려되어야 하는가?

140

-주로 광고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는 광고마케팅팀 팀장
으로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과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불
안, 행사비용 협찬 등의 스트레스를 받다 재해 전일
정신과 심리 상담 후 아파트에서 투신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과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불안,
연장 근무로 자살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CM부서 신
설에 따른 영업 목표가 오히려 축소되었고, 구조조정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행사협찬 역시 회
사는 국내 1위 회사로 협찬이 그만큼 수월했을 것으로
판단. 또한 영업 업무를 수행해 상당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

-외근이 많은 경우 등을 포함해
무시간을 확인할 객관적/명확한
거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실적 스트레스를 통상적인
준(타 영업팀장)으로 무마하는
우에 대해

141

-의약품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저성과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입찰 프로젝트 준비로 연장근무가
잦던 시기 담당 병원 근처 모델 완강기에 목 매 자살
-2012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적 저조, 연봉 삭감 등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
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팀장 근무
당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우울증 발현 시기와 업무 부담 시점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우울증 발
현 시기 ~ 배우자와의 갈등, 이후 별거)에 의해 자살
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울증 발현 시기와 업무 부담 시
점이 꼭 부합해야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것인가? 불일치하는 경
우에 대해서는?

142

-생산팀에서 컴퓨터 모니터 통해 생산실비 현황 확인
업무(방사DSC원)를 하던 중, 재해발생 1개월 전쯤 회

cf. 재해 발생 4년 전(상세불명의
신경증성장애)과 6개월 전(수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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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근
수
경

사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근무시간(작업자 줄면서 4조3
교대에서 12시간 맞교대+1일 4시간 추가근무)에 힘들
어하다 생산팀 건물 화장실에서 목매 자살
-방사 DSC(모니터 통해 생산설비 가동 확인) 업무는 7
년간 계속 해오고 있던 것은 업무에 있어 큰 변화라고
볼 수 없고, 희망퇴직 강요한 정황 없어 구조조정과
업무강도 증가가 스트레스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144

-아파트관리소 관리과장,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145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로큐로니움 및 미다졸람 동시
사용에 의한 사고성 재해

146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철강사업부 자동차 강판 파트 수
출입 영업업무를 하던 중, 업무 실수로 수십 억의 손
실을 발생시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문자에 ‘공황장애를 느끼고’, ‘회사 때려치우고’ 등의
고민 발견, 출근하다고 나갔다가 자택에서 목 매 자살
-11개월 간 근무한 주임(철강사업부 자동차 강판 파트
수출입 영업 업무 담당)으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
화를 찾아볼 수 없어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
므로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애, 불면증) 진료 내역 있었음. 판
정 의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
인 요망
-7년간 계속 해오던 업무라 하더라
도, 회사 구조조정으로 작업자 줄
면서 12시간 교대제에 4시간을 추
가로 근무한 내용이 구체화됐어야
함

-‘업무 상의 변화’가 매우 제한적으
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계속 해오던 업무라 하더라도, ‘수
십 억의 손실 발생’이라는 맥락 속
에서 가중됐을 스트레스 요인을 구
체화했어야 한다.

147

-협력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업무를 하다
사업장 이전(회사 이전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했음) 등
업무 환경 및 내용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겪다 자살
-업무 증가(사업장 이전, 새로운 시스템 오픈, 데이터센
터 이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 업무, 인수
인계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샵 등) 있으나, 객
관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
고 보기 어려움.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이 내성
적이면서 꼼꼼한 완벽주의적 성향 등 개인 소인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증가 있으나 경력 16년차에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하기 어
려움

-사업장 이전 스트레스, 새로운 시
스템 오픈에 따른 스트레스, 새로
운 교육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등
이 발견됨에도, ‘객관적으로 우울
증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
스’라고 보기 어려움. 그 ‘객관적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더
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완벽주의 성향(으로 자책, 불안감
큼)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통상적인 수준’
을 넘어선 정도임을 강조했어야 함
-과거력(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이 회사 해킹(이벤트) 이후에 발생
한 것이고, 자살 전 증상(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 증상 악화)이 회사
이전 문제와 겹쳐있는 것이므로,
정신질환 발생의 맥락적 요인이 강
조됐어야 함

148

-목공 반장으로 해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의 시
위와 공사 지연 등으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
던 가운데 총기로 자살
-시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치고 공사가 지연되어
귀국이 늦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업무상 과로, 부당한
대우 등 정신적 위험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회사 숙소 아닌 개인 숙소에서 현
지 여성과 동거하였고 총기 자살
-공사현장에서의 시위와 공사 지연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스트
레스로 더욱 구체화했어야 함

150

-지하철 기관사로 신호오작동에 따른 아차사고로 심한
스트레스(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겪다 자살
-신호오작동은 사고 이후 고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여 우울 유발 정도의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장기간 지하철 기관사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의 고충이 인정되지만 고인의 판단력을 상실

-신호오작동이 고인 과실이 아니더
라도, 사고에 직접 연관되어 겪었
을 스트레스임이 강조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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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할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음

153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를 하던 중, 보직 변경(상무
에서 공무팀장으로 직급 하락) 및 해고의 압박을 받았
고, 2주간 7번의 철야 근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
-업무내용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로 보직변경 및 해고의
압박과 2주간 7번의 철야 근무 등)이 명확하지 않고
해고나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망상, 완벽주의 성
향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

-철야 근무나 보직 변경(상무에서
공무팀장으로 직급 하락) 등의 내
용이 구체화됐어야 함
-개인 성향(피해망상, 완벽주의 성
향)이 업무 요인과 결합해 왜 크게
작용했는지를 구체화했어야 함

154

-건설현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중인 바닥문
제로 스트레스 호소, 공사현장 옥탑방에서 투신
-현장에서 4개월간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렸으나, 가족문
제(아이들과 학교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냄), 원룸
주인이 방 빼달라고 한 점(그래서 공사현장 다락방에
서 잠), 경제적 문제(이전 사업 부도) 등으로 업무 인
관관계 어렵다고 판단

-업무스트레스 요인(공사중인 바닥
문제)이 업무외 요인보다 상대적으
로 덜 구체적이어 보임

156

-반도체소자제조업 영업이사로 조직개편 및 채무(영업
관련 비용 추정)로 스트레스 받다 본인 차량에서 번개
탄 피워 자살
-환경상 업무 스트레스(조직개편으로 부하직원 1명 퇴
사, 영업관련 비용으로 추정되는 채무 1억 2천 만원으
로 이에 대한 독촉전화 수시로 받음)가 없지 않았으
나, 통상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고 업무환경의 결정적
변화, 충격 사건, 인간관계 변화 등 없어 과도한 스트
레스로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영업 관련직의 경우, 영업비용을
개인카드로 쓴 후 업무관련성 판단
후 경비를 정산 → 차후 정산한다
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받았을 수시
의 독촉전화 스트레스는 개인 채무
문제라기보다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건 아닌지?

171

-건축건설공사 신호수로 리프트에서의 추락을 우울증에
따른 자살로 종결
-불면증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고 정신과 진료 기록
상 우울감, 자살시도 실패, 과대망상 등 정신병적 증
상 있어 우울증에 따른 자살로 판단

-자살 사건 전의 과거 치료력(불면
증, 우울증 및 자살시도 실패)이
업무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체크됐
어야 함

174

-해외에서 수주한 물량을 하청제작해 납품하는 4인 규
모의 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하다 중국 바이어 납기지
연 사고로 스트레스 받다 본인 차량에서 번개탄 피워
자살
-초과근무에 관해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고인
의 채용이유나 과거 근무경력 그리고 사업주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과도한 정도의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
니었을 것으로 판단, 중국 바이어 납기 지연 사고 있
었으나 고인이 직접 항의를 받았거나 영향을 받은 주
체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업무 과로나 스트레
스가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자살 결정할 정도의 부담인
지 의문인 점 등으로 업무상 인과관곈 낮다고 판단

-‘초과근무,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경우, 유족과 사업주 진술이 상반
될 때?
-‘과도한 정도의 부담을 주는 업무’
표현이 애매모호함
-‘설령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당하다
고 할지라도 자살 결정할 정도의
부담인지 의문’ 표현이 불명확함

180

-지난 15년간 전국 상위 10% 이내의 영업실적을 내던
보험설계사로 무리한 영업실적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
육성센터장의 무시(잡일을 시킴) 등으로 본인 차량에
서 번개탄 피워 자살
-영업형태가 일반적이라 할 수 없으나 보험영업을 위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중압감을 느꼈
으나, 34억의 사용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설
명 영업실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고인의 과도한 성취욕구(평소 일벌레
로 소문났다는 동료의 진술),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

-케이스 156번과 마찬가지로, 영업
관련직의 경우, 영업비용(보험료
대납 포함)을 개인 빚으로 메꾸는
게 관행인 경우, 개인 부채에 대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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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

186

-공사현장 소장으로 업무 중 공사 초기 폐기물 슬러지
가 발생해 공사가 잠정 중단됐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
스로 사직서 제출했으나 반려됐고, 우울에피소드 치료
받고 있었고, 공사현장 창고에서 목 맴
-10여년 전부터 우울증상 과거력이 있고 재해 2년 전
이혼 사실이 있어 업무 스트레스 보다는 개인 취약성
으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

-폐기물 슬러지 발생에 대한 책임
스트레스가 고인의 책임과는 직접
적 관련이 없더라도 당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판단했어야 함
-10여년 전 과거 치료력이 있더라
도 업무()를 중심으로 현재의 상태
(업무-우울증-자살)를 판단했어야
함

187

-생수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전치8주의 중상
을 입혀 경찰조사 받고 스트레스 받다 베란다에서 투
신
-기존 정신질환(10여년 전부터 7년 동안 중증 우울에피
소드, 조현병, 불안장애, 양극성정동장애)이 있던 고인
이 재해 발생 전 교통사고로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
어 업무관련성 높다는 의견 있으나, 근로시간, 업무내
용, 근로시간, 교통사고 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상 스
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
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에서 자살했다고 판단

-전치8주의 중상사고에 대한 스트
레스 있었지만, ‘자살을 이르게 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보임
-재해 이틀 전의 교통사고가 있었
음에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
로 악화’되었다는 판단 근거가 불
명확해 보임

188

-공단 신입사원으로 신입사원 합숙과정에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새로운 업무 스트레스, 파업으로 업무량 증
가 등으로 2개월 수습 후 아파트 14층에서 투신
-신입사원 1개월 제외하면 실제 2개월 근무기간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의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회
사 파업으로 4일간 일시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나 동일
업무한 근로자 모두 강하게 받을 만큼의 스트레스 강
도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피해사고, 망상에 관계되는
증상(카톡이 해킹당했다 횡설수설), 정신병적 가족력
(고모 기도원 화재 후 횡설수설) 등 개인적 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

-고모의 질환도 가족력에 포함해야
하는가?
-질병이 아닌 이상증세(기도원 화재
이후 횡설수설)도 가족력에 포함해
야 하는가?.
-‘동일 업무한 근로자 모두 강하게
받을 만큼의 스트레스 강도’ 표현
이 불명확해 보임

192

-정치부 경력기자로 인사이동(증권부)에 대한 스트레스
로 화장실에서 음독(니코틴 액상) 자살
-기자로서 업무 및 부서 인사이동(재해 1주일 전)이 업
무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나, 인사이동이 고인에게
특정하여 실시된 것은 아니고, 고인의 업무적 스트레
스는 일반적 기자 업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로 판단

-극심한 스트레스, 퇴사하고 싶다,
우울하다, 죽고싶다 등의 상담(모
친 교회의 장로)과 관련한 업무내
용이 구체화되었어야 함

194

-연구소장으로 제품 유지보수 및 신제품 개발, 국내영
업을 담당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 수령 문제로
회사 합병 소문이 돌던 시기, 직업을 잃을까 불안해하
다 고향집 처마에 전기선 묶고 목 맴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하더라도, 20여 년간 같
은 업무를 수행해 해당 업무에 익숙했고, 정신과 진료
후 얼마 안 지나 자살을 시도하였고 자살시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면, 업무 보다는 개인적 취약
(자살 사고 2년 전의 우울삽화, 범불안장애 진단)으로
사건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해당 업무의 익숙 정도(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가 높은 것이 왜
불승인의 사유가 되는지? 익숙했
어도 당시 맥락(상품권 수명 문제
및 합병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스
트레스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닌가?
-자살 사고 2년 전의 우울삽화, 범
불안장애 진단이 업무 부담과 연관
된 것은 아닌지 체크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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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사례 비교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기간: 2017.9.1. ~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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