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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the empathy gap:
Learning about work from the people
who do it

공감 격차 줄이기: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일에 대해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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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ible qui fait mal
"Invisible that hurts"


Formal partnership of UQAM with
Québec’s 3 major trade unions



Interdisciplinary group: ergonomics, law,
communications,...



Supported by Québec government
research funds



A group of younger researchers has
taken over now

Invisible qui fait mal
＂보이지 않는 상처"


퀘백의 3대 노동조합과 UQAM 의 공식 파트너십



다학제 그룹 : 경제학, 법률, 커뮤니케이션...



퀘벡 정부의 연구기금 지원



현재는 젊은 연구자 그룹이 이어받아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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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etition








Everything is counted
Workers are interchangeable units

Work speeds up
More control
Work teams can’t function
Work feels meaningless

전 지구적 경쟁








모든 것이 숫자로 헤아려지고
노동자들은 교체 가능한 단위가 되어버림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통제가 심해졌으며
작업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일이 의미 없다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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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work







Risks less visible
More closely controlled
Often has a quicker pace
Service sector workers are torn
between customer and employer
Women belittle their work and
themselves

여성의 일







위험이 덜 가시적
보다 빈틈없이 통제 당함
종종 더 빠른 속도로 작업
서비스 부문 노동자는 고객과 고용주
사이에서 고통받음
여성은 그들의 일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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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upervisors (and scientists)
don’t understand their work,
workers suffer




Teamwork
Work/family
Prolonged standing

감독자 (그리고 연구자)가 그들의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 노동자는 고통받는다




팀 작업
일/가족
장시간 서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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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chedules
1. Teamwork
2. Work-family
What was your schedule this week?

I told
them I
couldn’t
work
Fridays!

근무 스케줄
1. 팀 작업
2. 일-가족
이번주 당신의 근무 스케줄은 무엇입니까?

나
금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그들한테
말했는데!

6

2018-11-02

Teamwork: One
Thursday at the bank


The schedule is posted and I hear, "I’m
going to be all alone on Monday." I don’t
understand her because 5 tellers are
scheduled Monday. She explains
– There are a LOT of procedures to learn
– Each senior team member has a
specialty, helps others
– Less senior tellers need help
– If "alone," the more senior are
bombarded with questions

팀 작업:
은행의 어느 목요일 풍경


근무 스케줄표 게시 후 들려온 소리, ＂월요일에는
온종일 혼자 일하겠네." 하지만 창구 직원 5명이
월요일 근무 예정이었기에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그녀가 설명하기를….
–
–
–
–

배워야 할 업무처리방법이 ‘아주 많다’.
각 팀의 경력자들은 전문성이 있고, 다른 이들을 돕는다
경력이 짧은 창구 직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만일 ‘혼자’이면, 더 숙련된 경력자는 질문 공세에 시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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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in a hospital







Work schedules changed every day
Patients would hardly ever have the
same nurse
More than half of nursing teams only
worked together one day in a month
There were problems in information
sharing, problems at discharge

병원에서의 보건의료







근무 스케줄이 매일 변화
환자는 같은 간호사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간호팀들의 절반 이상이 한달에
겨우 한 번 정도 함께 일함
정보 공유와 환자 퇴원 과정에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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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responsibilities when work
hours are variable and unpredictable
Call center worker, 15y seniority
Beginning
of
shift

12h00

0

11h30

근무 시간이 변하고 예측불가능할 때
가족 돌봄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콜센터 노동자, 15년 근속
교대
근무
시작
시간

12h00

0

11h30

9

2018-11-02

Exchange of hours is invisible work
done for the employer


30 workers with children under 12, in
two weeks
Supervisor: "Some
ofchange
these operators
– 156 attempts to
or exchange
hours
are really not very
– Success: 1 time in organized."
5.3 tries
– 212 attempts to change the carer’s
schedule
– Carers’ schedules become like the
workers’
– 4-8 carers/child/2 weeks

시간 교환은 고용주를 위해 한
보이지 않는 노동


12세 미만 자녀들이 있는 30명의
노동자들은 2주 동안…
–
–
–
–

근무 시간 변경이나 교환 시도 156회
성공률: 5.3회 시도에 1번
아이 돌봄자의 스케줄 변경 시도 212회
돌봄자의 스케줄이 노동자의 근무
감독자: ＂이들
스케줄과 비슷해짐
작업자 가운데
– 4-8명의 돌봄자/아동/2주
일부는 진정

체계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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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ible task requirements






When schedules are unpredictable,
variable and extended--Women have to reconcile the
schedules with their family needs
But this requires unpaid, invisible work
– From the women
– From their colleagues



And the #metoo movement tells us we
need solidarity, but solidarity has costs

보이지 않는 업무 요구






근무 스케줄이 예측불가능하고, 자주 바뀌며, 연장될
때…
여성은 그러한 근무 스케줄과 가족 돌봄의 요구를
조정해야 함
그러나 여기에는 무급의, 비가시적 노동이 요구됨
– 여성들로부터
– 이들의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미투 운동은 우리에게 연대가 필요함을
알려주었지만, 연대에는 댓가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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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transportation
equipment

ABC?

Days,
evenings,
nights?

4:2,
4:3,
4:4?

ABC?

4:2,
4:3,
4:4?

운송 설비 청소
낮 조, 저녁
조, 야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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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solidarity

Lefrançois et al. 2017 Community, Work and Family 20(5)

연대의 지도 그리기

Lefrançois et al. 2017 Community, Work and Family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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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Themother,
editor of the
scientific
journal:
autistic
child

« Thethe
level
of shift
language
Choice:
night
is very
low
It isshift
my I could do. I
- – "There
was
no…
other
dutystaying
to callwith
thismy
to sister,
your she was
was
attention…
» guy was
there at
night, my little
sleeping through the nights…"
 Health costs
– "Last year I thought I was going to
catch a cancer or something … I was
going to die, I was finished. …
eventually your body stops."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싱글맘


선택지: 야간 교대조
–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시간대가 없었어요. 나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녀가 밤에 남아
있었죠. 우리 아이는 밤새 자고 있었어요 …"



건강 댓가
– ＂작년에 나는 암 같은 것에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을 것만 같았죠… 나는 끝났어…
결국 몸이 멈춰버려요"

학술지 편집자:
« 언어의 수준이 매우 낮다 …
이걸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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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ible and not
legitimate








Family problems are created by the
precarious and inhuman work situation but
they are not supposed to affect work or
colleagues
Scientists who research work/family usually
examine office or professional work
All the arrangements and their costs to the
parents, grandparents, neighbors, friends
and children remain invisible
But colleagues on the work teams help in
many ways

보이지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불안정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겨나지만, 그것들이 일이나 동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가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보통 사무직이나
전문직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조정 노력과 부모, 조부모, 이웃, 친구,
아이들에게 초래하는 대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작업팀의 동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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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concludes




" Sitting is the
new smoking "
Standing is
recommended

연구 결론에
의하면…




"앉는 것은
흡연만큼 해롭다"
서서 일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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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scientists make this mistake?

왜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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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cientists say


"I would feel ill at ease if the cashier
was sitting"
– Women’s health specialists



"This is nervous fatigue"
– Seminar speaker in physical education



We have to study "museum walking"
– Renowned ergonomist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계산원이 앉아서 편하게 있으면 내가 언짢을 것”
– 여성건강 전문가



＂이것은 신경과민에서 비롯된 피로"
– 체육 교육 세미나의 발표자



우리는 “박물관 걷기의 효과”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 저명한 인간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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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tanding"?









Walk
Stroll
Stand still
Lean
Stretch
Carry
Run…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걷기
산책
가만히 서있기
기대기
뻗기
나르기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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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men and standing
Among standing
workers

Women
N=2358

Men
N=3201

Fixed

14%

11%

Move a few
feet
Move a lot

34%

28%

33%

44%

*very statistically significant M/F difference

성별과 서서 일하는 방식
여성
N=2358

남성
N=3201

고정

14%

11%

조금 움직임

34%

28%

많이 움직임

33%

44%

서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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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working at jobs where they
stand for long periods and have
musculoskeletal disorders?








Food servers
and barmaids
Cashiers and
tellers
Sales clerks
Nurses’ aides
Cooks

오랜 동안 서 있어야 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식당과 주방의 서빙
캐셔(계산원), 은행창구 직원
판매원
간호조무사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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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they stand at
work?


What they say
– To prove we’re working, we’re
not lazy
– To show clients we’re available
– Work station can’t
accommodate a chair
– Need to stand or walk from
time to time (bank tellers, food
counter service)

왜 그들은 일할 때 서 있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 우리는 일하고 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 우리가 서비스 태세임을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 작업 공간에 의자를 놓을 수 없어서
– 자주 일어나거나 걸어다녀야 해서 (은행
창구 직원, 식당 계산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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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solutions






Standing: in the US, successful
action against CVS, Walmart and
Chase Bank. In Québec, success
with a bookstore chain
5-10-15 struggle in the US. In
Canada, some progress with
work/family accommodation
For schedules, software is
developed for shift exchanges.

해결책을 향하여






서서 일하는 작업: 미국의 경우 CVS,
월마트, 체이스 은행에 대한 성공적
활동, 퀘벡에서는 서점 체인에서 성공
미국의 5-10-15 투쟁. 캐나다에서
일/가정 조정에 일부 진전을 달성
근무 스케줄과 관련하여, 교대 교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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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learned








Women workers have important
things to say about their work
Social class differences may make
managers and scientists deaf
Science is better if scientists listen
to workers
Managers can learn from workers
too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일에 대해
말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사회계급 차이는 관리자와 연구자들의
귀를 멀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연구자가 노동자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연구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관리자 또한 노동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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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uccesses for
workers






Scientifically: contact with workers
has improved our studies, alerted us to
major issues
Unions: have learned more about local
conditions. Dialogue between
women’s committees and health and
safety work
Local victories for hotel workers,
hospital workers, slaughterhouse
workers, retail workers….

노동자를 위한 일부 성공사례






학술적으로: 노동자와의 접촉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주요 이슈를 일깨워준다
노동조합: 지역 현황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 여성위원회와 안전보건
활동 사이의 대화
호텔 노동자, 병원 노동자, 도축
노동자, 소매 노동자의 지역적 승리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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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from #metoo


We must not be ashamed of being
women and not made
– Not ashamed of our bodies
– Not ashamed of our abilities
– Not ashamed of our behaviour





We must name the bad things that
happen and name those responsible
We must stand together with other
women to change our work

#미투의 교훈


우리는 여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 우리의 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 우리의 능력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 우리의 행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어난 나쁜 사건들을 지적해야 하며, 그
일에 책임 있는 이들을 호명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바꾸기 위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일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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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o much for translating my books!

제 책을 번역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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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캐런 메싱 강연회

한국 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역사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노동건강연대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문송면, 원진 산재사망 30주년

•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문송면군 사망을 계기로 형성된 노동안
전보건운동이 시작된 지 25년째가 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문제가 노동의제
에서조차도 주요 과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활동의 성
과가 쌓이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보건운동을 노동자 건강권운동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안전
보건운동이 제조·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정규직의 산재·직업병 예방에 초점
이 맞춰진 운동이라면, 건강권운동은 전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건강 문제의 취약집단인 비정규노동·이주노동·여성노동에 집중
해야 한다"며 "연대의 틀을 넓히고 새로운 운동의 주체와 조직방식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건강권운동이 비정규운동의 주
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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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의 노동보건 운동 단체
• 1986년 구로의원 창립 : 보건의료인과 전공 학생, 공해추방활동가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의원 개설
• 1988년 노동과건강연구회 : 2년간의 구로의원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 즉 산재추방을 위해서는 조
직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운동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결성
• 1990년 노동조합 안전보건 간부와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모임(일
건)’이 만들어짐
• 1991년에는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방송프로듀서 등이 주축이 된 ‘노동자건강을 위한 모
임(노건)’이 설립
• 1992년, 인천지역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담당자들은 산업재해의 심각함과 단위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산재 없는 일터회’를 결성
• 1993년에는 평화의원·인천의원·푸른치과·인천치과 등 지역에서 노동자 건강 상담실을 운영해오던
전문가들이 모여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를 설립

• 1999년 일건과 노건이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 산추련)’으로 통합
• 1999년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설립, ‘원진레이온’이 폐업하면서 노사정 3자 합의에 따라
건립된 직업병 전문병원 ‘원진녹색병원’의 부설 연구소에서 발전함
• 2001년, ‘노동건강연대(노건연)’를 결성. ‘노건연’은 법·제도 개혁 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적 지원에서부터 비정규직·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
• 2002년에 인천지역 2개 단체 통합하여 ‘건강한 노동세상’을 결성
• 2003년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을 전신으로
하여 현장성·전문성·계급성을 강조하는 노동자, 노동운동가, 의사 등이 주축이 됨
• 2007년 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
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결성
• 2017년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창립
• 건강 연구단체 : 시민건강연구소, 사회건강연구소,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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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노동자의 건강이야기를 기록하다

1990년대 여성 노동안전보건운동과 시민과학연대
• 건강사회운동(Health Social Movements: 이하 HSMs)
은 2000년대부터 브라운 등이 제기한 개념이다. 이들은
HSMs을 의료와 관련된 광범위한 부분에서 집합적 으
로 정치 권력, 전문가 권위와 개인적 집합적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또한, HSMs은 치료, 예방,
연구에 있어 활동가들은 과학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들
과 협동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민과학연대(CitizenScience Alliances)라 부른다.
• 1990년대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병을 드러내며,
건강장해의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무관심했던 국가와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며, 안
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을 전개
해 왔다. 여성들의 직업병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고,
여성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정부, 회사, 의료 계의 관
행에 저항하며, 진보적 보건의료전문가들과 노동자건
강권 단체와 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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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 :1990년대
1990

직업병과 모성보호 사례발표회

한국여성노동자회

1993

모성보호 실태조사

한국여성노동자회

1994

생리휴가 사용하기 캠페인, 생리휴가 사용 실태조사

한국여성노동자회

1995

한국통신공사 전화교환원들의 경견완장해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구로의원

1996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경견완장애 대책회의 활동

한국여성노동자회

1996

‘모성보호와 국가정책 - 바람직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하여’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1997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운동

한국여성노동자회

1997

화학물질 사용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건강 실태조사

한국여성노동자회

1999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긴급공청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 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 :2000-2009
2000
2001
2002
2003
2003
2003
2004
2007
2007
2008
2008
2008
2008
2009
2009
2009
2009

직장 내 여성에 대한 폭언․폭행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
모성보호제도 사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비정규직 모성보호 차별 현실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방안 제도 개선 대응 활동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사업주 처벌을 위한 투쟁지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일하는 여성의 건강이야기 발간(간병, 의류제조, 급식조리, 캐셔 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결성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보육교사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출판 편집 디자이너 실태조사
돌봄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법원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농협 여성 노동자 건강권 사업
고려대학교 병원 노동자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건강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노동건강연대
한노보연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건강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건강연대
한노보연
한노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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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과 건강권 실태조사 :20102010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건강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2012

가사간병노동자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

2012

노동건강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강원도 교육청)

한노보연

2012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 성희롱 실태조사

2013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13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조사 및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

2013

가사관리사의 일과건강 실태조사

노동건강연대

2013

민간.공공 서비스산업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실태조사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3

경희대 청소노동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한노보연

2015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6

고속도로 요금 수납 여성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7

학교급식조리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광주, 전남, 경기, 서울교육청)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8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건강연대

2018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매뉴얼 제작/배포 사업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8

제빵 노동자 안전보건 및 모성보호 실태조사 사업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정상 안전보건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다 적지 못했습니다!

한국 통신 전화교환업무 여성 노동자들의 경견완
장애 산재인정
구로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전화
번호 안내및 교환 업무를 하루
평균 125콜을 수행함.
• 노동조합 실태조사결과 3220명
중 32.2%가 직업병 의심
• 265 명의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음

Source : Korean telecom union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
('02.12.30)하여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부과('03.7.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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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lecom workers :
Approval of VDT syndrome
• They worked on terminals

 without any ergonomic provisions for
several years
 with a steady increase in telephone
subscribers and a reduction in the work
force (making 125 service calls an hour)

• Trade union’s survey

: 32.2% of
the respondents (N=3220)
were presumable cases of VDT
syndrome

• 265 workers’ compensation
cases

Source : Korean telecom union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
('02.12.30)하여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부과('03.7.1일 시행).

여성 전화번호 안내원의 작업관련성 상지 근골격계질환의 예후인자
Prognostic factors of the work-related upper extremity musculoskeletal
diseases in woman telephone directory assistants(김현주, 2003)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

목과 어깨질환

이 기간 산재 요양자는 10.4% 에서 0%로 감소함
90
81.3
80
70

비특이적 진단
67.3

경미한 증상

60

의료이용경험 없음

50
40

정신과적 증상이 적음

36.6

30

25.0
24.4

25.9

체조교실 미참여

20

13.4

10

5.1

0
유병률

심한 증상

1995년

의료이용

결근/병가

스트레칭 교실 미참여
자가물리치료미참여

Good prognostic factors
Nonspecific clinical diagnosis
Mild symptoms
No history of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Low complaint of psychiatric symptoms
No history of participation in exercise school
No history of stretching exercise
No history of self physical therapy

OR
0.97(0.52-1.81)
1.53(0.74-3.17)
1.47(0.70-3.01)
2.02(1.12-3.64)
1.89(1.06-3.88)
1.53(0.76-2.43)
2.73(1.44-5.17)

1998년

만성화된 통증은 잘 낫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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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도 노동자다(특수고용직의 건강문제)

• 2001년, 한국 여노와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실시한 골
프장 캐디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장시간 노동
 살충제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성적 괴롭힘과 직무스트레스
 지속적인 피로
 생리불순
 근골격계 질환., 타구 사고
 그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상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조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필요성을 주장함.

Source : KWTU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특수
고용직까지 확대하게 됨

Caddies are also workers
• In 2001, the Korean Women’s Trade Union (KWTU)
and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initiated
an investigat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problems among caddies
 long working hours
 exposure to outdoor hazards (i.e., pesticides)
 sexual harassment, job stress
 persistent fatigue
 menstrual irregularity
 musculoskeletal symptoms
 They could not be protected or compensated by the OSH system
or employers when they suffered health problems or even were hit
by golf balls

Source : KWTU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특수
고용직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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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급식 노동자도 노동자다

• 2003년 한국 여노와 노동건강연대가 3개 초등학교 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와 인간공학적 평가결과 확인된 내용
 작업관련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의 증가
 높은 직무요구도
 피부질환
 소음과 고열 관련 손상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재량도

•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급식업무가 여성들이 흔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회
적 분위기가 있던 상황에서 건강권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임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임.

Cooking workers in public sectors
• In 2003, the KWTU and the SWH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ergonomic evaluation
among cooking workers in three elementary
schools
 high prevalence of MSDs
 high job strain skin lesions
 injuries due to noise and heat
 low control and high demand
•

This survey was extraordinary in that it raised the
labor health issues of middle-aged contingent
women workers, who were commonly described as
kitchen maids and denied their identity as workers

Source : Ildaro.com (20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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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증상 호소율 및 특성을 파악하
고 근골격계증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방법: 노출군은 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 3 8 5명 으로 2 0 0 3년 9월 1 5
일부터 2 0 0 3년 1 0월 1 5일까지 일반적 특성, 노동조건, 직무스트레스, 근
골격계증 상에 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 며, 비노출
군은 전업주부 1 1 4명을 대상으로 2 0 0 3년 정최경희 등·초등학교 급식 조
리노동자의 근골격계증상 위험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연구 9월 중 우편설
문작업을 하였다. 인간공학평가는 2 0 0 3년 1 1월 경기도 지역의 일개 초
등학교 조리노 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결과: 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 중 근골격계 자 각증상 호소자는 52.0%, 근
골격계질환 의심자로 즉 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2 4 . 9 %로 조사되
었다. 전업주부에 비해 근골격계질환 의증의 위험도가 5 . 0 1배 더 높았다.
자각증상 양성부위는 손/손목, 어깨, 등/허리, 팔 순이었다. 인간공학평가 결
과 식 판 설거지 과정, 국통 나르기 작업, 배수구청소작업 등이 반복 작업과
중량물취급 면에서 매우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개인수준 요인
들의 분포 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의증이 있는 사람에서 정신적 직무요구도
가 높았고, 연령, 근무기간, 조합원여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사업 장수준 요인 중에서는 1인당 급식인원수가 통계적으 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150식 미만인 학교 중 근골 격계질환 의심자가 있는 학
교는 2 6 . 3 %인데 비해, 1 5 0식 이상인 학교는 6 2 . 5 %였다. 식당이 없
는 학교 에서 근골격계질환 의심자가 있는 학교의 분포가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 의증 관련요인들에 대한 다수준 분석 결과 연령, 직무스트레스, 식당유
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당 급식인원수가 1 5 0식이 상일 경
우 교차위험비 4 . 6 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결론: 본 연구를 통해 1인당 급식인원수가 초등학 교 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의증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조리노동자들이 인간공학적
위험 이 높은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
요인력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1인당 급식인원수를 감소시키고 인간공
학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식조리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에서 노동강도가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한 연구

청구성심병원 노동운동 탄압에 의한 정신건강문제
산재인정
구로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노동조합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육체적인 위협
 오물 투기
 흉기로 위협
 신체적인 폭행
 승진 차별
 작업장 감시
 조합원이 있는 부서의 인력감축

Source : bogun.nodong.org

 회식에서 제외

• 2003년 19명의 조합원 중 10명이 정신건강문제를 진단받고, 8명이 산재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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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oo Sacred Heart Hospital

Oppression against union activity as a workplace hazard

• Inhumane treatments against union members

 physical harms
 filth throwing
 threats with lethal weapons
 physical assault;
 discriminatory promotion
Source : bogun.nodong.org
 overt surveillance
 work force reduction in the members’ posts; and even exclusion from dining events.

• In May 2003, 10 out of 19 unionized workers were diagnosed for
adjustment disorder and/or sleep disorder. Eight workers in a body
requested workers’ compensation, and got the approval
노동운동 탄압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최초 산재인정

2.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변화
• 의자 캠페인
• 감정노동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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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2006년 12월 1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06년
제4차 회의에서 취약분과 건설과 관련한 방침 결정(유
통서비스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모범 활동사례를 만들
어 취약분과 전체적으로 확산)
2008년 6월 30일 캠페인단 발족
“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법에 의해 제도적으

로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하기 쉽지 않지만, 자신들의 노동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매
우 중요한 문제였다….고객이 없을 때 앉을 수 있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을 때 노동자들 얼굴 가득 기쁜 웃음이 피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일과건강 2008년 6월호 기획특집

입식 작업의 건강영향
• 피로
• 근골격계질환 : 요통, 무릎, 다리의 통증, 족
저근막염 등

음식조리직(n=6)

• 순환기 질환 : 하지정맥류, 다리의 근육경련,
다리의 부종, 심혈관질환 위험의 증가
• 임신의 부정적인 결과 :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계산직(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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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식작업의 건강영향 예방 연구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은 야간근육경련
과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 효
과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의자비치 10년
• 2008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사업주
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
는 기회가 있을 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 둬야 한다'를
마련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정에 그치다보니 유명무
실한 조항에 그쳤다.
• 이에 고용부는 지난 8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작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실 면적은 1인
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만약 건물 외
부에 휴게실에 설치할 경우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
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하도록 했다.
• 또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
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급히 의자를 마련하
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의사 비치 여부
만 포함도 돼 있어,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는 현실 등은 반영하
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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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 연구
연도별 KCI 게재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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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5년 3월 감정노동네크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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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사회참여형 여성건강사업
자치구

‘12년(4)

‘13년(6)

‘14년(8)

‘15년(8)

‘16년(7)

도봉구

지역여성건강네트워크
구축

더불어만드는
여성건강마을

더불어만드는여성건강마을

여성음주자위한치유
프로젝트

-

금천구

여성근로자건강관리

-

-

-

-

은평구

돌봄여성건강관리

여성돌봄근로자건강관리

여성돌봄근로자건강관리

-

-

강동구

젠더관점에서의지역
보건사업발전방안

장애여성건강지원
네트워크구축

장애여성건강지원네트워크
구축

장애여성건강지원네트워크
구축

장애여성건강지원네트워크
구축

성동구

여성노인건강관리

여성노인건강관리

-

-

서초구

여성노인건강관리

여성노인건강관리

-

-

동대문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관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관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관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관리

강북구

감정노동여성건강관리

감정노동여성건강관리

감정노동여성건강관리

마포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자활
네트워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자활
네트워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자활
네트워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관리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관리

영등포구
중랑구

보육교사건강관리

중 구

보육교사건강관리

2012 서울시 금천구 여성건강관리사업
In-Jung Cho, Hyunjoo Kim, Sinye Lim, Sung-Soo Oh, Sungjin Park, and Hee-Tae Kang. Emotional labor and dysmenorrhea in women working in
sales and call centers. Ann Occup Environ Med. 2014; 26: 45.
Chung YJ, Jung WC, Kim H, Cho SS. Association of Emotional Labor and Occupational Stressors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Sales
Workers at a Clothing Shopping Mall in the Republic of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7 Nov 23;14(12).

과도한 감정노동의 건강영향
Chung YJ, Jung WC, Kim H, Cho SS. Association of Emotional Labor and
Occupational Stressors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Sales
Workers at a Clothing Shopping Mall in the Republic of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7 Nov 23;14(12).

In-Jung Cho, Hyunjoo Kim, Sinye Lim, Sung-Soo Oh, Sungjin
Park, and Hee-Tae Kang. Emotional labor and dysmenorrhea in women
working in sales and call centers. Ann Occup Environ Med. 2014; 26: 45.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에서 감정적 노력과 감정부조화는
월경곤란증의 위험은 각각 1.88배, 1.72배 증가함
의류판매직 여성 노동자의 우울증상과의 연관성은 직업
불안정성, 감정부조화, 직무요구도의 순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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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 은평구 돌봄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돌봄노동자 건강실태

2014년 돌봄노동자 자기돌보기 책자발간

2016년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례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지자체 최초 배포 및 시행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
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
초로 배포하고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사업
소 및 투자 출연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 매뉴
얼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출처 : 코리안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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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문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가 전자산업에 종사 하고있고, 한국경제에서 전자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자산업은
기술개발이 빠르고 제품의 수명이 짧다…..신제품이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급속히 팽창한뒤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
아물량변동이 잦다.이에 따라 전자산업은 위기비용을 전가하고 생산의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을 외주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시
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과 경기변화에 따른 물량변동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불안으로 이어진다…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
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속연수가 짧다. 이처럼 전자산업 여성과 남성간 임금격차가 큰 원인은 성별직종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미.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요구)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주요일지
• 2005년 ▲6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직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 2007년 ▲3월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6월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
험 유족급여 신청 ▲11월 반올림 발족
• 2008년 ▲4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5월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5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 2009년 ▲7월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 2010년 ▲1월 고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7월 삼성전자, 미국 인바이론
사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의뢰 ▲11월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 2011년 ▲6월 백혈병 행정소송 1심 선고. 고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7월 미국 인바이론사 "삼성
전자 반도체 공장 환경과 백혈병은 무관하다" 결론 ▲7월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행정소송 항소 ▲8월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신설
• 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9월 삼성전
자, 백혈병 피해자 관련 대화 의사 전달 ▲11월 김종중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명의로 대화 의지 확인 서한 ▲12
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업재해 판정 ▲12월 반올림, 김종중 사장에
협상수용 의사 전달 및 실무협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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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서한 ▲1월 삼성전자, 반올림에 실무협의 조속 개최 요청 답변서
전달 ▲1월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 제의 수용 공식 기자회견 ▲10월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김경
미씨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인정 판결 ▲11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
정 ▲12월 삼성전자, 반올림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첫 본협상
• 2014년 ▲2월7일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4월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결의안' 추진 기자회견 ▲4월11일 심상정 의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결의안' 삼성전자에 공식 전달 ▲4
월14일 김준식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 "공식 사과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제안 받고 진지하게 검토 중
" ▲5월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백혈병 근로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하겠다. 제3의 중재기구 보상기준 대상
등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
• 2015년 ▲ 7월 조정권고안 발표, 조정 과정에서 합의 실패 ▲ 9월 삼성전자, 1천억원 규모 기금 마련해 자체 보상 시작 ▲ 10월
= 반올림, 삼성전자 자체 보상 거부하고 천막 농성 시작(1023일)
• 2016년 ▲ 1월 삼성전자·반올림·가족대책위, 예방안 합의 ▲ 6월 예방 합의에 따라 옴부즈만위원회 발족
• 2018년 ▲ 4월 = 옴부즈만위원회 결과보고▲ 7월 = 조정위원회, 2차 조정 재개 제안. 삼성전자·반올림, '무조건 수용' 의사 각각
전달 ▲ 11월 조정위위원회 권고안 양측 수용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대응

2012-2013 전자산업 노동자건강연구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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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2015-2018 검증위원회 산업보건실태조사
• 2015년 노사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보건실태조사를 시행, 전자산업노동자건강연구회, 산업보건
학회 반도체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50명이 참여함.
• 127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2018년 재검증연구를 통해 98%의 이행률을 확인함
•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된 모든 건강문제를 지원,보상하기로 함.

반올림의 투쟁과 SK 하이닉스의 피해자 지원보상은 국내 산재보상제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함

2016년, 삼성 휴대폰 신제품 출시를 앞둔 겨울, 쉬지 않
고 일했던 청년노동자들, 메탄올 중독으로 7명 실명

삼성, LG

1차 하청

2차하청

작업장 공기중 메탄
올 농도 2000ppm

2014년 산재신청
자(일곱번째 확인)

A

2016년 1월
첫 환자 발견
(이대목동병
원 응급실)
2016년 1월
일주일뒤 두
번째 환자발
견

B

1차하청

2차 하청

C

2차 하청

D

E

2016년 2월
네번째 환자
발견
2016년 9월
다섯번째 환
자 발견

2차 하청

2차 하청

F

2016년 1월
세번째 환자
발견
2016년 9월
여섯번째
환자 발견

소변중 메탄올 농도
가 최고 170 ug/g Cr

불법
파견
노동

18

2018-11-06

4. 계속 되는 이야기

2013년, 가사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단위 : %

근무 시간대별 동시 작업자 비율

국회에서 잠자는 가사근로자법 제정하라,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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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항공기 기내 청소노동자들의 소독제 관
련 건강문제 조사

항공기가 서 있는 시간 안에 청소를 해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증상의 관련성

공항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산업보건실태조사를 토대로 원청의 책임있는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계속되는 우리의 과제
The right to be safe
and healthy from
danger

Ensure the health rights of social
minorities such as women,
migrants, people with disabilities,
youth irregular workers

Guarantee workers,
residents and consumers
all over the right to know
chemicals

Long-time work out,
abolish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9

Protect workers' mental health
from emotional labor, bullying
work, and sadistic labor
management

Accidental death is murder.
Establish a Law for Severe
Accident Firms Punishment

Prohibit the outsourcing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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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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