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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이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명시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요건의 필요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법원의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경향은 초기에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4단계로 변화

하였다. 1단계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만 인정했지만, 다음에는 정신병적 증상

이 있는 경우를 인정했다. 이후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기

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신적 이상 상태를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극심한 업

무상 스트레스가 있다면 판단력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제까지 연구자들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75% 이상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나 벨기에, 독일과 같은 유럽국가에서

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자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정신적 이상 상태 여부가 

그 전제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정신적 이상 상태를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두어 

사후에 검증할 것이 아니라 재해자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자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 명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개정이 필요하다. 


핵심어: 자살,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신적 이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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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이제까지 업무상 사고와 직업병 등이 주요 업무상 재해였다면, 최근에는 간호사 

태움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 등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증가로 각종 정

신질환 및 그로 인한 자살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1987~2017년 연령집단에 따른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

인층은 자살률이 가장 높지만 2011년 이후 두드러진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근로자로서 생산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15-64세는 자살률이 1990년대 이후로 꾸

준히 상승하며, IMF 외환위기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던 1998년에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9년과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를 보면 청장년층은 

노인층과 다르게 감소 경향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김인

아, 2017; 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청장년층의 자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중 근로자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법’이라 함)에서 찾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자해행위

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자살은 

근로자의 자해행위이고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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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②업무

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 ③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자해행

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 위 규정들을 보면 현행 산재보험법은 공통적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자살)를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자살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

된다. 

  첫째, 산재보험법은 자살이‘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산재보험법 시

행령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정신 상태’에 대한 정의가 

서로 상의하여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자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나 일관성 없는 판단이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둘째, 근로자가 자살 전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이지 않지만, 업무상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양승엽, 2017). 

  셋째,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사후에 어떻게 근로자의 ‘정신적 이상 상태’

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자살을 선택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정신

적 이상 상태’를 인정요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다(방준식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신적 이상 상

태’라는 요건의 필요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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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명

시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 이상 상태’를 판단하는 판례 경향과 외국 입법 사례를 알아본

다.

  둘째, ‘정신적 이상 상태’와 관련한 판례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본

다.

  셋째,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데 ‘정신적 이상 상태’의 요건의 필요성 

여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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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방법

1. 문헌고찰

1) 판례 경향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레이버(ELABOR) 사이트에서 검색 키워드로‘자살, 업무상 재

해’를 판례검색 결과 대법원 판결은 총 25건이 검색되었다. 25건 중 16건은 업무

상 재해가 인정되었고, 9건은 업무상 재해가 불인정되었다. 법원의 판결에서‘정

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판단 경향을 분석하였다. 

2) 기존연구 분석

  자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에 관한 기존 문헌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학술

연구정보(RISS) 사이트에서 검색 키워드로‘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을 통합검

색한 결과 학위논문 12개, 국내 학술지 논문 17개, 단행본 70개, 연구보고서 6개

가 검색되었다. 이들 가운데 자살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한 언급이 있는 6

편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3) 외국 입법례

  비교법적으로 외국에서는 근로자가 자살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알

아보고, 만일 인정된다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지를 알아보았다. 자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일본, 프랑스, 벨기에, 독일 및 

미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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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설문조사

1) 연구대상 및 조사 기간

  산업재해를 주로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살의 산재 인정에 관한 의견을 알아

보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직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9일, 2019년 12월 11일이였으며, 총 61명(변호사 6명, 공인

노무사 31명, 근로복지공단 직원 13명,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6명, 정신과 의사 5

명)에게 응답을 받았다. 

2) 설문내용

  주요 설문 내용은 6가지 판례에 대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여부를 조사하였

다. 또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신적 이상 상태’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직업의 경력, 업무상 자살

사건을 다룬 경험 여부를 파악하였다. 

나) 업무상 자살사건에 관한 문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업무상 자살사건의 인정요건에 대하여 연구

대상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업무상 자살사건의 인정요건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한 판례 중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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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6개의 판례를 제시하였다. 6개의 판례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결

되었다. 각 사례에 대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

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다음은 판례에 대한 요약이다. 

  <사례 1>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착

란 증세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를 인정한 사례이다.  

  <사례 2>는 망인이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

스로 인하여 정신질환 병력이 없지만,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사례 3>은 망인이 보직변경으로 힘들어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

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를 인정한 사례이다.

  <사례 4>는 망인이 관리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여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

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사례 5>는 망인이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악화되어 정상적

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

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사례 6>는 망인이 관리자로서 일부 근로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

에 시달려 우울증을 앓다가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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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에서‘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판례의 해석인 3가지 상태에 

대하여‘정신적 이상 상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망인이 ‘정신

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각각 5점 척도

로 질문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상 자살 사건에 관한 설문을 

Microsoft Excel과 SPSS 19.0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 8 -

Ⅲ. 연구결과

1. 문헌고찰

1) 판례 경향

  법원은 산재보험법에 자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법제화(시행 

2008.7.1. 법률 제8694호. 2007.12.14. 전부개정)되기 이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법원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해석은 2단계로 변화했다는 의견이 있다. 1단계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로 해석하고, 2단계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

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확대해

석하였다고 한다(황규식, 2019). 대법원 판례검색 결과 총 25건을 검토하면 판례

의 경향 변화는 연도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1단계는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로 보았

다.

  2단계는 업무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또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

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

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았다.

  3단계는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

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

어도 인정하였다.

  4단계로 최근에는 법원이 과거와 달리 섣불리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살로 보

지 않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판단력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의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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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변화를 살펴본다.

  

가) 1990년대 판결

  1993년부터 2008년도까지 총 11건의 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었는데 이중 4건이 자

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7건이 불인정 받았다. 7건은 모두 정신 병력이 

없거나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불인정되

었다.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되는 대법원 1993.10.22. 

선고93누13979판결은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경

향이 있는 사실’등을 토대로‘위 망인의 위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

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

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1993.12.14. 선고93누9392판결에서 ‘망인은 소외 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

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

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 또 같은 판결에서‘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

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03.23. 선고2000두10281판결에서 ‘정신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사람

도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오랜 시간동안 노출되면 악몽, 환각 등으로 

정신착란과 연관되어 일시적인 현실감 상실을 유발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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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다. 

  1990년대 법원의 판결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

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로 해석하였으나, 2000두10281판결에서는 예외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도 인정하였다. 

나) 2010년 이후 판결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3건의 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었는데 이중 1건이 자

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2건이 불인정 받았다. 2건은 모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불인

정되었다. 

  대법원 2011.06.09. 선고2011두3944판결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

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

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

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

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대상판결은 ‘망인은 자살 

직전 심야에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

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판시하였

다. 

  2010년 이후 법원의 판결이 종전의 판결과 다른 점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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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까지 추가적

으로 열거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정신적 이상 상태’를 종전보다 넓게 해석한 

것이라 판단된다(황규식, 2019). 

  다만, 이 대상 판결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을 요구하고, 위 망인도 우

울증의 병력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정신질환에 기초한 자살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 2014년 이후 판결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11건의 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었는데 11건 모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014.11.13. 선고2012두17070판결에서 법원은 ‘망인

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

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

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

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망인에게 우

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

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종전의 법원의 판결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

로 해석하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로 보더라도 자살 이전에 정신병적 치료 경력이 없거나 정

신적 이상 상태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본 대상 판결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라는 해석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

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로 해석하였으며, 자살 이전에 정신질환으

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었지만,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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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인정한 판결이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황규식, 2019).

라) 최근 판결

  우리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살은 고의·자유의지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성

이 조각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 산

재보험법령에 따르면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 ‘정신적 이상 상

태’일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자살의 고의·자유의지

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에서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5.01.15. 선고2013두7230 판결에서 ‘망인은 2011.3.1. 아침 출근하

였는데, 다음날 08:20경 공장 안에서 대표이사,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 가족 앞

으로 각각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유서 중 대표이사에

게 남긴 내용은, 000이 권고사직을 당한 것을 계기로 소외 회사와 함께 할 수 있

다는 믿음이 허상임을 깨닫게 되었고, 인적·물적 지원 없이 무리하게 제품개발만

을 요구할 것이 아니며,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팀이나 

디자인팀의 이야기만 들어 기술연구소 측에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연구소 직원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은, 기술연구소장으로서 

대표이사와 영업팀·디자인팀이 부당하게 기술연구소 측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을 

막지 못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참거나 희생만 요구한 것에 대한 잘못을 죽음으로써 

속죄한다는 취지이다.’라고 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 남긴 유서의 내용을 보면 

고의·자유의지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법원은 ‘망인이 자살 직전 극

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악화되어 정

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

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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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2018.04.26. 선고2015구합82846 판결을 보면 ‘망인은 00산업

개발 주식회사에서 전기공급회사인 000000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전기 사용량 검침, 외

근 검침원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음. 000000공사 측은 원격 검침을 확

대 시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00산업개발의 외근 검침원들은 인원감축 등에 의한 고용

불안에 시달림. 망인은 업무량 과중, 원격 검침의 확대에 따른 동료의 실직에 관한 걱

정 등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지금 준비 중인 원격검침 확대가 보류되기

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음’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

복지공단은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은 판단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를 거

절하였다. 이에 법원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계속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왔고, 망인은 그로 

말미암아 당초 진단받은 수면장애,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그러한 정신질환의 악화로 정상적인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

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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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침 개정에 따른 변화 해설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병에 대한 재해 조사 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고, 업무의 통일성과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질병의 조사방

법 등 조사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2006.9.27. 제정, 2019.05.08. 제4차 개정, 이하 ‘업무관련성 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업무관련성 지침을 제3차 개정지침(2016.03.28.)과 제4차 개정지침(2019.9.27.)

을 중심으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중 ‘정신적 이상 상태’를 어떻게 판

단하는지 비교·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차 개정지침은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병적 상태’에 대한 포

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를 ‘정신병적 상태’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제4차 개정지침은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

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또는 ‘정신적 이상 상태’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를 ‘정신병적 상태’

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법령 그대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로 해석이 변화하였다. 이는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

향을 개정지침에 적시하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

는 취지로 해석된다(근로복지공단, 2016; 근로복지공단, 2019).

  제3차 개정지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인정기준 각 호별로 조사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행령 제1호(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

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정

신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자해행위를 한 경우’로 명시하여 

‘기존 인정된 정신질환과 자해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이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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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인정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황

규식, 2019).

  둘째, 시행령 제2호(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

된 상병으로 인한 재해자의 상병 상태와 자해행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요양승인 재해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그 내용과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정신과 진료 

및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그 이전의 정신병적 이상 상태 발생 여부, 해당 상태와 

요양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사건 발생 전 정신병

적 상태 항목에 행동 및 심리적 변화를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요양

승인 재해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인지와 그로 인

한 정신병적 이상 상태를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셋째, 시행령 제3호(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건 발생 전 정

신병적 이상 상태’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조사기준으로 보고 있다.

  제4차 개정지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인정기준 각 호별로 조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고, 참고자료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해행위(자

살) 세부 조사절차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또한 기존 제3차 개정지침에서 ‘정신질

병 재해조사양식(자해행위, 자살)’에는 사건 발생 전 정신병적 상태를 기재하도

록 되어 있었다면, 제4차 개정지침에서 ‘자살사건 추가 조사양식’을 만들어 정

신적 증상을 구체적 증상별로 체크하고, 발현 시점을 기재하도록 변화되었다. 이

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경향이 판례와 같이 정신병적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기왕력이 없어도 이를 추단할 수 있다면 ‘정신적 이

상 상태’로 넓게 인정하고자 함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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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연구 분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고찰한다.

  이달휴(2009)는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정신자살과 과로자살로 구분하였다. 정신자살

은 정신장애에 의하여 ‘정상적인 인식,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해된 상태’에서

의 자살을 말하며, 과로자살은 업무에 의해 과로·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것을 원인으

로 자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본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

재보험법 시행령은 ‘정신적 이상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정신장애가 없는 과로자살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희자(2011)는 정신질환에 이환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살의 동기와 재해자가 자살 

전에 종사한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재해자가 자살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자살의 동기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방준식(2013)은 인간이 자살을 선택한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 장애가 발생하

여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면 이미 

정신장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승엽(2017)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근로자가 자살을 결의하였다면 그 

업무상의 사유가 자살을 결의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지를 

검토(공동원인 또는 유력원인)하면 되지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전

제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할 뿐 정신 병리현상

에 가까운 ‘정신적 이상 상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일시적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도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데도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모두 정신적 이

상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김인아 등(2018)은 대법원 판례는 과로와 자살을 연결하는 중간 연결로서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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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

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과 같이 엄격하게 정신장애를 매개로 한 

자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로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면 정신장애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를 부정하

는 당사자가 과로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증명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규식(2019)은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

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살은 고의적으로 스스로에게 자해행위를 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으

로 모든 자살은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에 이환되지 않고

도 자살이 발생하기도 하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산재법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재해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자살자가 자살의지를 갖게 된 동기가 과로 등의 업무상 요

인인지 업무 외 요인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살행위는 그 자체로 고의성이 내

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가 자살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현행 산재보험법을 해석하는 견해에 차이는 있

지만, 기존 문헌은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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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입법례

  외국에서는 근로자가 자살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만일 

인정된다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전제되는지를 중심으로 외국 입법례를 고찰한다.

가) 일본

  일본은 노재보험법에서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지 않지

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정신장애에 의해 정상인식,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자살행위를 멈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해되어 있는 상태로 자살이 

행해졌다고 인정된 경우’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심

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 등에 관한 업무상의 판단지침’에 따르면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에 의해 정신장애가 발병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자살이 인정된다. 정신장애가 없는 자살은 업무와 자살의 동기가 

관련이 있다 해도 고의적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2011). 

나) 미국

  미국은 주마다 제도를 달리하고 있어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데 차이가 

있으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이희자, 2011).

  

다) 프랑스 

  프랑스는 근로자의 자살이 고의적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

정하지 않으나,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자가 병가를 내고 집에 있던 중 자살

을 시도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자살이 노동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이후 판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자살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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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정신적 이상상태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양승엽, 2017). 

라) 벨기에

  벨기에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 중 또는 사업장 내에서 자살하거나 자

살을 시도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재해로 판단된다(김인아 외 5명, 2013). 

마) 독일

  독일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비자의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자

살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내의 환경이 자살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후유증

으로 인정된다(김인아 외 5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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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자살을 업무상 재

해로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 판단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업무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정신병적 상태로 제한하여 자살의 업무상 재

해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법원의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경향은 4단계로 

변화하였다. 1단계는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로 한정하였고, 2단계는 업무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또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정

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

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았다. 3단계는 2단계 해석에 더하여 합리적인 판

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어도 정신적 이상 상

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단계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과거와 달리 극심한 업무

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판단력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넓게 판단하고 있다.

  최근 판례 경향과 마찬가지로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기존 문헌들은 

현행 산재보험법을 해석하는 견해에 차이는 있지만,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면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일본이나 미국은 정신 질환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프

랑스와 벨기에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자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독일도 

회사의 환경이 자살의 동기에 기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정신적 이상 

상태 여부가 그 전제요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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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설문조사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46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30대와 40대가 53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변호사 6명

(9.8%), 공인노무사 31명(50.8%), 근로복지공단 직원 13명(21.3%),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6명(9.8%), 정신과 의사 5명(8.2%)이었다. 경력은 5년 이상이 전체의 70%로 

대부분 경력자였다. 업무상 자살 사건을 실무에서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36

명으로 전체의 59%였다. 이 중 8명은 10번 이상 다루어본 경험이 있었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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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6 75.4

여성 15 24.6

연령대

29세 이하 5 8.2

39세 이하 24 39.3

49세 이하 22 36.1

50세 이상 10 16.4

직업

변호사 6 9.8

공인노무사 31 50.8

근로복지공단 직원 13 21.3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6 9.8

정신과 의사 5 8.2

경력

1년 미만 6 9.8

1년 이상 3년 미만 10 16.4

3년 이상 5년 미만 2 3.3

5년 이상 10년 미만 17 27.9

10년 이상 26 42.6

업무상 자살 사건 경험유무
있음 36 59.0

없음 25 41.0

업무상 자살 사건 경험횟수

1번 2 5.6

2번 이상 5번 미만 21 58.3

5번 이상 10번 미만 5 13.9

10번 이상 8 22.2

전체 61 100.0

표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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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예 아니오 χ²(p)

성별
남성 46(75.4) 30(65.2) 16(34.8) χ²= 1.153

p= 0.283여성 15(24.6) 12(80.0) 3(20.0)

연령대

29세 이하 5(8.2) 5(100.0) 0(0.0)

χ²= 7.546

p= 0.056

39세 이하 24(39.3) 12(50.0) 12(43.5)

49세 이하 22(36.1) 17(77.3) 5(22.7)

50세 이상 10(16.4) 8(80.0) 2(20.0)

직업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37(60.7) 23(62.2) 14(37.8)

χ²= 2.355

p= 0.308
근로복지공단 직원 13(21.3) 11(84.6) 2(15.4)

의사(직업환경+정신과) 11(18.0) 8(72.7) 3(27.3)

경력

5년 미만 18(29.5) 11(61.1) 7(38.9)
χ²= 3.022

p= 0.221
5~10년 미만 17(27.9) 10(58.8) 7(41.2)

10년 이상 26(42.6) 21(80.8) 5(19.2)

사건경험

유무

있음 36(59.0) 29(80.6) 7(19.4) χ²= 5.610

p= 0.018*없음 25(41.0) 13(52.0) 12(48.0)

경험

횟수

5번 미만 23(63.9) 18(78.3) 5(21.7) χ²= 0.214

p= 0.6445번 이상 13(36.1) 11(84.6) 2(15.4)

전체 61(100.0) 42(68.9) 19(31.1)

2) 연구 대상자의 업무상 자살 사건 관련 법령 인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명시된 업무상 자살 사건의 인정요

건에 대하여 42명(68.9%)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상 자살 사건 관련 법령 인지 여부는 자살 사건을 실무

에서 경험한 경우가 의미 있게 인지율이 높았다(표2).

표2. 연구대상자의 업무상 자살 사건 관련 법령의 인지 여부         단위:명(%)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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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각 사례에 대한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경향

  <사례 1>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6명(91.8%)으로 대부분

이 정신적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 

  <사례 2>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33명(54.1%)으로 과반 이

상이 정신적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 

  <사례 3>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1명(83.6%)으로 대부분 

정신적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 

  <사례 4>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38명(62.3%)으로 과반 이

상이 정신적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 

  <사례 5>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29명(47.6%)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23명(37.7%)으로 

자살에 대한 고의/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6>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26명(42.6%)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31명(50.8%)으로 

과반 이상이 자살에 대한 고의/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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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사례1>에 대한 의견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0 0

조금 그렇다 5 8.2

그렇다 32 52.5

매우 그렇다 24 39.3

<사례2>에 대한 의견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6 9.8

조금 그렇다 22 36.1

그렇다 22 36.1

매우 그렇다 11 18.0

<사례3>에 대한 의견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4 6.6

조금 그렇다 6 9.8

그렇다 24 39.3

매우 그렇다 27 44.3

<사례4>에 대한 의견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8 13.1

조금 그렇다 15 24.6

그렇다 18 29.5

매우 그렇다 20 32.8

<사례5>에 대한 의견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전혀 아니다 1 1.6

아니다 7 11.5

조금 그렇다 24 39.3

그렇다 17 27.9

매우 그렇다 12 19.7

<사례5>에 대한 의견

(고의/의지 판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12 19.7

조금 그렇다 26 42.6

그렇다 18 29.5

매우 그렇다 5 8.2

표3. 연구대상자의 각 사례에 대한 ‘정신적 이상 상태’판단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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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사례6>에 대한 의견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전혀 아니다 2 3.3

아니다 11 18.0

조금 그렇다 22 36.1

그렇다 18 29.5

매우 그렇다 8 13.1

<사례6>에 대한 의견

(고의/의지 판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8 13.1

조금 그렇다 22 36.1

그렇다 24 39.3

매우 그렇다 7 11.5

전체 61 100.0

표3. 연구대상자의 “정신적 이상 상태”판단 경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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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성 1(2.2) 1(2.2) 3(6.5) 17(37.0) 24(52.2)

여성 0(0.0) 1(6.7) 1(6.7) 7(46.7) 6(40.0)

연령대

29세 이하 0(0.0) 0(0.0) 0(0.0) 1(20.0) 4(80.0)

39세 이하 1(4.2) 0(0.0) 2(8.3) 7(29.2) 14(58.3)

49세 이하 0(0.0) 1(4.5) 0(0.0) 12(54.5) 9(41.0)

50세 이상 0(0.0) 1(10.0) 2(20.0) 4(40.0) 3(30.0)

직업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0(0.0) 0(0.0) 2(5.4) 11(29.7) 24(64.9)

근로복지공단 직원 0(0.0) 2(15.4) 1(7.7) 9(69.2) 1(7.7)

의사(직업환경+정신과) 1(9.1) 0(0.0) 1(9.1) 4(36.4) 5(45.5)

경력

5년 미만 0(0.0) 0(0.0) 1(5.6) 5(27.8) 12(66.7)

5~10년 미만 1(5.9) 0(0.0) 1(5.9) 5(29.4) 10(58.8)

10년 이상 0(0.0) 2(7.7) 2(7.7) 14(53.8) 8(30.8)

사건경험

유무

있음 1(2.8) 0(0.0) 3(8.3) 13(36.1) 19(52.8)

없음 0(0.0) 2(8.0) 1(4.0) 11(44.0) 11(44.0)

경험

횟수

5번 미만 0(0.0) 0(0.0) 3(13.0) 9(39.1) 11(47.8)

5번 이상 1(7.7) 0(0.0) 0(0.0) 4(30.8) 8(61.5)

전체 1(1.6) 2(3.3) 4(6.6) 24(39.3) 30(49.2)

4) ‘심신상실/정신착란 등 정신병적 상태’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부합하는

지 여부

  심신상실/정신착란 등 정신병적 상태를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54명(88.5%)이 정신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표4).

표4. ‘심신상실/정신착란 등 정신병적 상태’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부합하

는지 여부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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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성 1(2.2) 6(13.0) 13(28.3) 16(34.8) 10(21.7)

여성 0(0.0) 1(6.7) 5(33.3) 6(40.0) 3(20.0)

연령대

29세 이하 0(0.0) 0(0.0) 1(20.0) 1(20.0) 3(60.0)

39세 이하 0(0.0) 2(8.3) 6(25.0) 12(50.0) 4(16.7)

49세 이하 1(4.5) 3(13.7) 7(31.8) 5(22.7) 6(27.3)

50세 이상 0(0.0) 2(20.0) 4(40.0) 4(40.0) 0(0.0)

직업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0(0.0) 3(8.1) 11(29.7) 14(37.8) 9(24.3)

근로복지공단 직원 1(7.7) 3(23.1) 6(46.2) 3(23.1) 0(0.0)

의사(직업환경+정신과) 0(0.0) 1(9.1) 1(9.1) 5(45.5) 4(36.4)

경력

5년 미만 0(0.0) 0(0.0) 5(27.8) 8(44.4) 5(27.8)

5~10년 미만 0(0.0) 2(11.8) 2(11.8) 8(47.1) 5(29.4)

10년 이상 1(3.8) 5(19.2) 11(42.3) 6(23.1) 3(11.5)

사건경험

유무

있음 0(0.0) 4(11.1) 12(33.3) 11(30.6) 9(25.0)

없음 1(4.0) 3(12.0) 6(24.0) 11(44.0) 4(16.0)

경험

횟수

5번 미만 0(0.0) 3(13.0) 9(39.1) 8(34.8) 3(13.0)

5번 이상 0(0.0) 1(7.7) 3(23.1) 3(23.1) 6(46.2)

전체 1(1.6) 7(11.5) 18(29.5) 22(36.1) 13(21.3)

5)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부합하는지 여부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를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35명(57.4%)이 정신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표5).

표5.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부합하는지 여부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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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성 0(0.0) 2(4.3) 8(17.4) 19(41.3) 17(37.0)

여성 0(0.0) 0(0.0) 4(26.7) 5(33.3) 6(40.0)

연령대

29세 이하 0(0.0) 0(0.0) 0(0.0) 0(0.0) 5(100.0)

39세 이하 0(0.0) 2(8.3) 6(25.0) 9(37.5) 7(29.2)

49세 이하 0(0.0) 0(0.0) 4(18.2) 8(36.4) 10(45.4)

50세 이상 0(0.0) 0(0.0) 2(20.0) 7(70.0) 1(10.0)

직업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0(0.0) 1(2.7) 8(21.6) 12(32.4) 16(43.2)

근로복지공단 직원 0(0.0) 0(0.0) 3(23.1) 7(53.8) 3(23.1)

의사(직업환경+정신과) 0(0.0) 1(9.1) 1(9.1) 5(45.5) 4(36.4)

경력

5년 미만 0(0.0) 0(0.0) 3(16.7) 7(38.9) 8(44.4)

5~10년 미만 0(0.0) 2(11.8) 4(23.5) 4(23.5) 7(41.2)

10년 이상 0(0.0) 0(0.0) 5(19.2) 13(50.0) 8(30.8)

사건경험

유무

있음 0(0.0) 2(5.6) 4(11.1) 15(41.7) 15(41.7)

없음 0(0.0) 0(0.0) 8(32.0) 9(36.0) 8(32.0)

경험

횟수

5번 미만 0(0.0) 1(4.3) 3(13.0) 12(52.2) 7(30.4)

5번 이상 0(0.0) 1(7.7) 1(7.7) 3(23.1) 8(61.5)

전체 0(0.0) 2(3.3) 12(19.7) 24(39.3) 23(37.7)

6)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

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부합하는

지 여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7명(77.0%)이 정신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표6).

표6.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부합하

는지 여부 에 대한 의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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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성 1(2.2) 2(4.3) 8(17.4) 17(37.0) 18(39.1)

여성 0(0.0) 1(6.7) 3(20.0) 6(40.0) 5(33.3)

연령대

29세 이하 0(0.0) 0(0.0) 0(0.0) 1(20.0) 4(80.0)

39세 이하 1(4.2) 2(8.3) 5(20.8) 6(25.0) 10(41.7)

49세 이하 0(0.0) 1(4.5) 4(18.2) 11(50.0) 6(27.3)

50세 이상 0(0.0) 0(0.0) 2(20.0) 5(50.0) 3(30.0)

직업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1(2.7) 2(5.4) 8(21.6) 11(29.7) 15(40.5)

근로복지공단 직원 0(0.0) 1(7.7) 2(15.4) 9(69.2) 1(7.7)

의사(직업환경+정신과) 0(0.0) 0(0.0) 1(9.1) 3(27.3) 7(63.6)

경력

5년 미만 1(5.6) 1(5.6) 2(11.1) 5(27.8) 9(50.0)

5~10년 미만 0(0.0) 1(5.9) 4(23.5) 4(23.5) 8(47.1)

10년 이상 0(0.0) 1(3.8) 5(19.2) 14(53.8) 6(23.1)

사건경험

유무

있음 0(0.0) 1(2.8) 5(13.9) 14(38.9) 16(44.4)

없음 1(4.0) 2(8.0) 6(24.0) 9(36.0) 7(28.0)

경험

횟수

5번 미만 0(0.0) 1(4.3) 3(13.0) 10(43.5) 9(39.1)

5번 이상 0(0.0) 0(0.0) 2(15.4) 4(30.8) 7(53.8)

전체 1(1.6) 3(4.9) 11(18.0) 23(37.7) 23(37.7)

7)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

우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6명(75.4%)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표7).

표7.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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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이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명

시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

하는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요건의 필요성 여부를 판례 경향과 기존문헌, 

외국입법례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산재보험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

향은 1993년부터 최근까지 시기별로 4단계로 변화하였다. 1단계는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로 한정하였고, 2단계는 업무 수행으

로 누적된 과로 또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

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았

다. 3단계는 2단계 해석에 더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

로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어도 정신적 이상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단계 최

근 법원 판결을 보면 과거와 달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

다면 판단력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넓게 판단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 판단 주체인 근로복

지공단도 이러한 판례의 판단 변화에 따르고 있다.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정신병적 상태를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61명 중 54명(88.5%)가 정신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61명 중 

35명(57.4%)가 정신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

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

태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61명 중 41명(77.0%)가 정신 이상 상태로 판단하였다. 

각각의 상태에 대하여 대부분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본 것이다. 판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결을 사례로 구성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는지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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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문가들은 위와 유사하게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고의·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 산재보험법은 고의성을 부정

하기 위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법원 판결 중 판단력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판례들에 대하여는 전문가 전체 인원의 약 40% 이상이 사

례의 망인이 자살에 대한 고의/의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판

단하였다. 즉 연구 결과 법원이나 산재보험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자살의 고의/의

지가 있는 경우에도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판단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

신적 이상 상태를 인정요건으로 명시한 법률 취지와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와 더불어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데 ‘정신적 이상 상태’의 

요건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기존 문헌들은 현행 산재보험법을 해석하는 견해에 차

이는 있지만,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일본이나 미국은 정신 질환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자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독일도 회사의 환경이 자살의 동기에 기여하

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정신적 이상 상태 여부가 그 전제요건이 되지 않

는다. 전문가들도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61명 중 46명(75.4%)이 인정해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설문 사이의 관련성을 파

악한 결과, 자살 사건을 실무에서 경험한 경우가 산재보험법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다른 일반적 특성과 설문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제한점은 연구 결과가 충분한 통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표본 크기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각 직업군 간의 동등한 수의 응답자가 아니고, 

공인노무사가 전체 연구 대상자의 50%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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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연구 결과가 문헌 

고찰 결과와 동일하게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정신적 이상 상

태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가 있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적 

이상 상태는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개정

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자살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업무 관련성의 구체적인 판단요소가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으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추후 자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의 정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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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이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명시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요건의 필요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법원의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경향은 초기에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4단계로 변화

하였다. 1단계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만 인정했지만, 다음에는 정신병적 증상

이 있는 경우를 인정했다. 이후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기

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신적 이상 상태를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극심한 업

무상 스트레스가 있다면 판단력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제까지 연구자들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75% 이상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나 벨기에, 독일과 같은 유럽국가에서

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자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정신적 이상 상태 여부가 

그 전제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정신적 이상 상태를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두어 

사후에 검증할 것이 아니라 재해자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자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 명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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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의 서민정입니

다. 

  본 설문지는 자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특히 ‘정신적 이상 상

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얻기 위한 것이며, 귀하의 

응답은 학문적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신상이나 의견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이 연구의 밑거름이 되오니 성심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라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11. 

산업보건학과 서민정

chup31@naver.com

부 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관한 설문조사

(정신적 이상 상태를 중심으로 한 고찰)

Ⅰ.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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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직업은?

① 변호사  ② 공인노무사  ③ 근로복지공단 직원  ④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⑤ 정신과 의사  ⑤ 기타(                )

4. 귀하의 직업의 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5. 귀하는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다루는 사건(이하 ‘업무상 자살사건’이라 

함)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① 변호사, 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경우 업무상 자살사건을 담당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② 의사의 경우 업무상 자살사건의 상담, 자문, 질병

판정위원회 참여 등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① 있음    ② 없음

6. 위 5번의 질문에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그 횟수는? 

① 1번 ② 2번 이상 5번 미만 ③ 5번 이상 8번 미만 

④ 8번 이상 10번 미만 ⑤ 10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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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

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하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

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

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Ⅱ. 업무상 자살사건에 관한 문항

7. 귀하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업무상 자살사건의 

인정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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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00탄광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얻은 질병인 진폐증과 합병

증으로 요양 중인 환자로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표현력이 저하

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

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

를 보였음.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기 보름 전부터는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

여 고통이 극에 달하여 머리를 침대 모서리, 벽 등에 들이받기도 하였으

며, 자꾸 불안해하고, 괴성을 지르며 갑자기 산소 호흡기를 빼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다 요양 중인 병원의 3층 회랑에서 1.4미터 높이의 

보호대를 넘어 추락하여 사망.

* 아래의 사례는 모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례입니다. 각 사례

를 읽고 질의에 답해주세요.

<사례 1>

8. 귀하는 위 <사례 1>의 망인의 상태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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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외국출장 업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었고, 폴란드 소재 자동차 

공장에 LAN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아 심적부

담, 통관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손실 보전을 위한 연장근무, 외국의 특수사

정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음. 

  

  망인은 정신질환의 기왕력은 없으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오랜 시간 노출된 상태에서 사고 당시 아파트 4층의 숙소에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사망.

  사망 전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에 망인은 불이 나는 꿈을 꾼 것 같다고 

진술하여 사고 당시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하고 탈출하기 위하여 일

시적 정신착란 상태에서 현실감을 상실한 채 창문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됨.

<사례 2>

9. 귀하는 위 <사례 2>의 망인의 상태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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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건설회사에서 주택분양관리팀 분양파트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주

관리파트의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입주자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부담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받았음. 

  외래기록지에는 “하던 업무가 바뀜. 힘듦. 기존 직원도 힘들어서 그만

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 지하철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더 잦아진다. 밤에 식은땀 흘

리고 가슴 답답하다. 의욕저하, 불면증, 중간에 자꾸 깬다. 소화불량, 자

살충동, 자기 무가치감이 든다.” “새벽 4시에 깨서 목이 당긴다. 뒷목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나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제로가 된 것 같다.” “쉬고 복귀할 계획이다. 원래 하던 일 감당 못할 

것 같다. ” “출근하려니 다시 중압감 느껴지고, 식은땀을 흘린다. 몸무

게 6㎏ 빠져서”등이 기재되어 있음. 

  망인은 정신적, 심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신과 

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

고, 복귀하여서는 횡설수설을 하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

만 바라보고 있다가 동료로부터 퇴근을 권유 받기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혼자 새벽에 사무실에서 투신하여 사망. 

<사례 3>

10. 귀하는 위 <사례 3>의 망인의 상태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신적 이

상 상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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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회사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

다가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이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

여 사망하기 전까지 연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였고 급격히 말수가 적어지

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하였으며,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업무적으로 앞이 안보인다’, ‘회사 및 팀장님

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 ‘일을 그만 두고 싶다’, ‘정말 죽고 싶

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음.

  새로운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직원을 제출하고

는 보직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설득으로 모두 반려되었

는데 그 과정에서 동료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기도 함. 망인은 자살할 무

렵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혼자 욕을 하거나 ‘죽고싶다, 회사를 그

만두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자기 뺨을 때리거나 과일을 반찬

과 같이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수 차례 있음. 

  망인은 혼자 집에 있던 중 서재 책상 위에 은행통장, 지갑 등과 미안하

다는 내용의 유서를 올려놓은 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 

<사례 4>

11. 귀하는 위 <사례 4>의 망인의 상태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신적 이

상 상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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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기술연구소장으로서 대표이사 등의 계속된 질타와 조만간 권고

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당시 인력상황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에 따라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고 불안해 하였고, 잠을 잘 못자고 심장이 뛰며 자살하는 꿈을 

꾼다고 말한 바 있음.

  사망 전 망인은 정신질환의 기왕력은 없으며, 어느 날 아침 출근하여 회

사 공장 안에서 대표이사,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 가족 앞으로 각각 유

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사망. 

  망인이 대표이사에게 유서에는 “인적·물적 지원 없이 무리하게 제품개

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며,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며, 기술연구소 직원들에게 남긴 

내용은 기술연구소장으로서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한 것을 막지 못하면서 

직원들에게 참거나 희생만 요구한 것에 대한 잘못을 죽음으로 속죄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가족 앞으로 남긴 유서에는 회사에 대한 실망감, 영업부진 책임전가에 대

한 부당성, 직원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 있음.

<사례 5>

12. 귀하는 위 <사례 5>의 망인의 상태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신적 이

상 상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는 위 <사례 5>의 망인이 자살에 대한 고의/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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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회사에서 전기공급회사인 00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전기 사용량 검

침, 외근 검침원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어느 날 00공사 측은 

원격 검침을 확대시행하고자 하였고, 외근 검침원들은 인원 감축 등에 의

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됨. 

  외근검침원들의 관리자인 망인은 외근 검침원들 중 일부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에 시달려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혼합

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던 중 새벽에 

야산 소나무에 목을 매어 사망.

  망인이 가족 앞으로 남긴 유서에는 “조용히 떠나려고 내색은 안하고 평

소와 같이 지내려고 무척 애쓰면서 보내며 떠날 준비를 하며 오늘을 맞았

네. 허례허식 없이 조용히 보내주고, 어머니 잘 부탁하네” 등의 내용이

며, 

회사 직장동료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으로 지금 준비 중인 원격검침 확대

가 보류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김.

<사례 6>

14. 귀하는 위 <사례 6>의 망인의 상태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신적 이

상 상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귀하는 위 <사례 6>의 망인이 자살에 대한 고의/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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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심신상실/정신착란 등

정신병적 상태

② 일시적인 정신착란상태

③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

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16. 귀하는 아래 각 문항의 상태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신적 이상 상

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 귀하는 위 사례들로 비추어볼 때 재해자가 반드시 “정신적 이상 상태”

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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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Requirement of Suicide for Occupational Accident

- Focusing on State of Mental Disorder

Min Jung Se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Ph.D.)

  This research was done to examine the meaning of 'state of mental disorder' 

stipulated as requirement for occupational accident in dealing with suicide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Korea, and assess the 

necessity of the requirement called 'state of mental disorder' in deciding 

whether a certain suicide comes under occupational accident or not. 

  The trend of judgement by Korean courts has changed four times since 1993 

regarded as the first one regarding. First, the suicide caused only by 

insanity or mental derangement was accept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 

Second, the case where symptoms of mental disease was accepted. Third, even if 

the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did not have mental disease, if it is difficult 

to expect rational judgement from the situation where the person committed 

suicide, the case was accept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 Forth, recently,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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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suicide happened under severe work stress of 

the person, courts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suicide, even if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suicide was caused by loss of judgement. 

Researchers have also agreed that if suicide is considerably related with 

suicide, the suicide should be admitted as occupational accident.  

  In the survey to related specialists conducted by this research as well, 75% 

of respondents view that suicide without mental disorder can be admitt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occupational accident. In European countries like 

France, Belgium, and Germany, if a suicide case is related with work, it is 

recognized as occupational accident, and  state of mental disorder is not 

precondition of it.   

  Based on such findings, we can agree that occupational accident should be 

decided on the criteria of whether there is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s work and his or her suicide, rather than trying to 

establishing state of mental disorder as requirement for occupational accident, 

and trying to test whether a suicide case satuisfies the requirement afterwards. 

Therefore,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Korea should be revised. 


Key words: Suicide, Occupational acciden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 state of mental dis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