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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역학적 증거의 인과관계 설명과 담배소송에서 증명

역학과 법학은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하여 각각 사용하는 개념 논리 구조  , , 

분석 방법 등이 확연하게 다른 두 학문이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먼저 위험요. 

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간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여 위험요

인과 질병발생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평가한 다음 바이어스의 존재 유무와 , 

교란변수 통제 여부를 평가하고 인과관계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통계적 , 

연관성이 역학적 인과관계에 해당하는지 추론하게 된다 어떤 상관관계가 인. 

과관계라고 평가되려면 역학자들이 상정한 인과성 기준을 넘을 만큼 연관성의 

강도가 크고 일관성 있는지가 중요하다. 흡연과 폐암에 관한 연구만큼 인과성 

추론에 성공한 예는 없다 해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 역학 연구결과도 .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강한 연관성이 있음

을 밝히고 있다. 

  법률적 인과관계는 현실에서 가해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

상할 것인지 정하는 책임귀속의 개념이다. 역학적 증거는 소송에서 불법행위

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때로

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불확실성을 야기한 측이 소송

에서 증명책임을 더 부담하는 것이 손해공평부담의 원리에 부합한 다는 측면

에서, 본 논문은 집단적 유해물질 소송의 유형화를 통해 환경 소송에서 발전

한 증명책임 완화법리와 역학적 인과관계론을 담배소송의 사안에 적용한다.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신개연성설을 구체화하는 역

학적 인과관계론은 경험칙의 영역에 역학적 전문 지식을 포함시켜 인과관계의 

존부 기준으로 삼는 이론이다 담배소송의 원고는 역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초과위험비 또는 흡연 노출군에서의 폐암발병 기여분율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

함으로서 원인물질의 유해성을 상당한 개연성 수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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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간접사실을 증명하거나 원고가 행한 간접사실의 증명을 동요시켜야  

한다 비교임상연구 및 체계적 고찰로 얻은 양질의 역학 연구결과는 높은 근. 

거 수준을 갖고 있어 소송에서 추가적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

핵심어 역학 인과관계 과학적 증거 증명책임 담배소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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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현대사회에서 질병 발생과 건강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

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상관관계. 

를 넘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고 인과관계 요건 , 

성립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된 위험. 

요인이라는 역학적 연구 결과의 가치는 담배 제조사 측의 흡연이 유일한 발암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에 가려져 국내 법원에서 인정된 바가 없다 담배소송에. 

서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는 단순히 담배제조사

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연의 암 예방대책으로

서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적 유관성을 . 

규명하고 설명하는 것은 역학의 과제이자 보건의료법학의 과제이다. 

나아가 담배소송을 비롯한 유해물질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난항  

을 겪는 이유는 원고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기 때문

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는 유해한 물질을 발견하여 적시해야 하고 노출 . , 

경로와 노출 수준 해당 물질이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 다른 가능한 원인을 , , 

배제할 수 있었는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역학적 증거가 사법적 맥락에서 . 

효력을 지니기 위해 통과해야 할 기준선을 넘을 수 있다면 천칭의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역학적 증거가 인과를 입증하는데 적절한 법률적 성격. 

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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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역학의 주요 연구 방법과 측정 지표를 살펴보고 현대 인

과이론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여 소송에서 역학적 증거를 활용할 방안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담배소송을 비롯한 민사재판 . 

실무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법률 해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역학의 기본 원리와 보건통계학적 측정지표를 정리한다 인과성의 추  , . 

론을 정의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다.

둘째 기존에 알려진 역학과 관련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 논란이 되는 쟁  , , 

점들을 다루어 담배소송에서 역학적 증거가 적절히 활용되기 위한 이해를 돕

고자 한다.

셋째 역학적 인과관계가 법률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련 민사소  , 

송법리와 연관지어 파악한다 환경소송과 유해물질소송의 판례를 통해 불확실. 

한 위험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어떻게 역학 연구결과가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

히 살펴본다.

넷째 담배소송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고 흡연과 폐암에 관한 역학 연구   , , 

결과가 소송에서 법률상 인과관계 인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상당

성 여부와 증명책임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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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및 범위3. 

  연구의 방법(1)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내외 학술 논문을 통해 선행 연구와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의 경우 .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한국학술정보 국외의 경우 로 KoreaMed, , , MEDLINE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의 범위는 키워드 초록 목차 완성된 학술지 및 , , , 

학위논문 전체 검색 등 여러 검색 형태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체 검색을 , 

기본으로 하였다 전체 검색은 본문을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조건에서 검색을 . 

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많은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명배 등( , 

2014).

핵심어는 검색 목적에 따라 영어의 경우   MeSH(Medical Subjects Headings)

로 검색하여 검색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김수영 등 국내 문헌의 경( , 2011). 

우 흡연 담배 유해물질 소송 제조물책임 역학 인과관계 증명 등의 핵, , , , , , , , 

심어를 위주로 검색하였다 국외 문헌의 경우에는 . causal inference, 

epidemiology, evidence, jurisprudence, probability of causation, smoking, 

등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tobacco lawsuit, toxic tort . 

첫 단계에서 얻어진 문헌들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들을 검색하는 방식으  

로 인용문헌을 탐색하였다 인용문헌의 확대 탐색. (Citation pearl growing 

은 하나의 논문에서 관련 다른 논문으로 인용 및 연결시키는 눈덩searching)

이 효과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문헌들을 (snowball techniques)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논문들은 (Papaioannou et al., 2010). Google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색을 통하여 수집하Scholar, , 

였다. 국가기관 등의 보고서 판례 등의 참고문헌은 담배소송이라는 법리적 ,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자(http://www.law.go.kr/main.html)

료를 수집하고 국외 법률문헌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West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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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2) 

본 연구는 인과에 관한 역학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역학과 법학의 영역이 만  

나는 지점에서 흡연과 폐암에 관한 기존 역학연구 결과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이 흡연을 하게 된 동기와 담배에 대한 의존성 폐암 발병의 위험. , 

을 감수하였는지  여부는 본 논문의 논점이 아니다.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라는 요건에 한정된다 담배소송에는 상당히 ‘ ’ . 

많은 법리적 쟁점이 있다 개인담배소송의 결론을 좌우한 핵심쟁점은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이나 불법행위의 위법성 과 같은 다른 요건이었다 역‘ ’ ‘ ’ . 

학적 인과관계론에 관한 담배소송의 논의는 향후 역학적 통계자료가 활용된 

일련의 사안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인과관계 요건에만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담배의 결함 유무와  

관계없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사실 중 인과, ‘
관계 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법정에서 역학적 증거’ . 

를 채택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의미 있는 사회과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문의 첫 장에서는 역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법역학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보건의료법학의 성격과 위상을 이해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인, 

과성 추론을 위한 역학 연구 설계와 높은 근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유해물질 소송에서 발전된 판례이론을 통하여 . 

법률요건설의 한계를 보완할 이론으로서 역학적 인과관계론을 제시하고 마지

막 장에서 담배소송에 역학적 인과관계론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

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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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과 법률. Ⅱ

보건의료법학1. 

보건의료법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실정법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전통적인 공법학과 사법학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모두에 관련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과학성으로 . 

파악하는 접근에 의하면 의학 보건학 생명윤리학 철학 등과 같은 인접학, , , , 

문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현실적합적인 법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지(

용 따라서 보건의료법학은 학제적 연구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분야에 , 2014). 

해당한다 보건의료법학은 의료와 보건에 관한 법적 문제를 그 탐구대상으로 . 

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의학 보건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의· . 

학 보건학의 전문지식 또는 연구 성과의 반영은 규범에 관한 탐색의 출발점·

으로서 규범의 현실적합성이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 강명신( , 

손명세 특히 보건학은 역학적 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접근 방법까지 , 2009). , , 

포괄한다 보건학적 연구 성과는 국가의 보건의료 관련 법 정책에서 매우 중. ·

요한 실증적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윤리학적 철학적 기. ·

초는 실정법체계 밖에서 그 개념과 논리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법률

가에게 겸허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김정(

오, 2006).

현대사회에서 법률은 각종 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법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며 보건의료에 관. , 

한 다양한 실정법은 특정한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담지하고 있다 법역학은 법. 

의 집행 을 인구집단 내 질병의 원인 분포와 예방에서 하(deployment of law) , 

나의 인자 로 보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factor) (Ramanathan 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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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스 는 법역학의 목표가 공중보건을 위해 효과적인 법적 2017). (S. Burris)

조치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다학제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라

고 하였다 법역학은 기존 보건의료법학 연구(Burris S, Anderson E, 2013). 

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실정법과 판례를 해석하(public health law research) , 

는 데 그치지 않고 규범의 사회과학적 토대와 정책적 효과에 많은 관심을 기

울인다. 

법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정법  

의 목적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 법역학의 발달을 긍정하는 학자들은 잘 설계된 관찰연구로. 

부터 신뢰할 만한 강한 인과적 추론 을 도출할 수 (credible causal inference)

있음을 강조한다 법역학은 한 손에는 법사회학 다른 한 손에는 역학 연구를 . , 

기반으로 경험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Burris S, Cloud LK, 

Penn M, 2020). 과학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시도 가운데 가장 발

달된 방식이다 다시 말해 과학은 잘 정당화된 지식 주장이다 역학은 실험 . . 

및 관찰 연구를 통해 인과적 연관성을 확인하려 한다 법역학은 역학이라는 .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식 주장을 검토하고 재판을 비롯한 법의 집행이 , 

건강상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적 증거의 법적 가치2. 

  역학은 인구집단에서 질병이나 질병관련 요인의 분포와 추이를 파악하고 질

병유병이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을 밝히는 학문이다 첫째 역학의 대상은 . ,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이다. 둘째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의 모든 스펙트럼을 , 

포함한다 셋째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인구집단에서 시간 공간 인적 특성. , , , 

에 따라 기술하여 질병의 특성을 파악한다 기술역학 넷째 이를 바탕으로 ( ). , 

가설을 설정하고 역학연구방법으로 원인요인 또는 위험요인을 찾아낸다 분석( , 

실험역학 이 요인에는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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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행동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다 다섯째 이렇게 얻은 위험, . , 

요인 또는 인과적 연관성을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이용한다 근거(

기반의학 이렇게 볼 때 역학은 사람과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감시). 

와 기술연구 분석연구 실험연구 등을 포함하는 건강과 질병에 관한 과학 연, , 

구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보건학 의학 연구가 인간에게 해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인   ·

한 역학적 증거는 때때로 소송의 대상이 된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나아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 

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역학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담배소송을 비롯하여 자. , 

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베트남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엽, 

제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혈액제제를 투여 받은 혈우병 환자들이 인, 

간면역결핍바이러스 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고 제약회사에 제기한 손해배(HIV)

상소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송들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증상이 어. 

떤 유해요인에 노출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현되고 그 유해요, 

인에 노출된 것 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동일한 질병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역학적 증거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일반적인 또는 인구집단 차원의 인과적   

연결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불법행위에 따. 

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흡연이 원고 특정인에게 폐암을 일으켰

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개별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한다 역학적 증. 

거를 개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인과관계 진술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인구집

단의 속성을 측정한다는 역학의 특징으로부터 그것이 개인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적 데이터. 

를 바탕으로 개인은 질병 발생의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을 내린다. 

흡연을 중단하는 것은 폐암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만약 이러한 인과적 추론이 비합리적이라면 우리는 역학적 증거를 . 

법률해석에 사용하는 일뿐만 아니라 인구집단 차원의 추론에 사용하는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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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통계를 이용한 경제학 연구 선거관리를 위한 여론조사 시장에서, , 

의 마케팅 등을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역학적 증거의 적절. 

성 즉 역학 연구결과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더 , 

섬세한 논증을 필요로 한다.

인과관계론3. 

논리학에서는 실재 세계에서의 존재나 사건에는 반드시 그것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있다고 하여 이를 존재의 필연적 법칙으로 보았고 또한 이를 인과, ‘
율 이라 불렀다 여기서 근거를 원인이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결과’ . 

라 하며 둘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라 한다 한편 법학에서 인과관계도 그 기. , 

본개념은 다르지 않으나 발생한 손해 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행위, 

를 한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귀속시킬 것일지에 관한 책임귀속의 측면에 ,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실적 인과관계론(1)  

사실적 인과관계란 원래적 의미에서의 인과관계로서 의무위반 채무불이행  , ( ) 

또는 가해행위 불법행위 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자연적 즉 사실상의 원( ) , , 

인 결과의 관계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자연적 인과관계라고도 한· . 

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그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 

전제로 가해자의 행위가 없이도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 

행위와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실적 인과관계의 개념은 채무불이행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서는 계약 . 

당사자와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이

행과 손해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고 없음의 판단은 대부분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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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서로 관계가 없었, 

던 자들이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비로소 관계를 맺는 것이고 따라서 발생한 , 

손해가 누구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되었는지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인과관계론(2) 

 

법학에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로 나  

누어서 설명한다 사실적 인과관계는 이론상 그 인과의 연쇄가 한없이 계속될 . 

수 있으므로 법률적 인과관계는 가해행위와 이로 부터 생긴 손해를 어디까지 

법률상 의미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어느 범위의 손. , 

해를 가해행위와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문제를 책임. 

의 유무를 정하는 인과관계 라고 하고 법(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 , 

률적 인과관계의 문제를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인과관계(haftungsausfüllende 

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삼승Kausalität) ( , 2000).

이러한 법률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상당인과관계론이 통설   및 판

례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조건설 에 의하여 확. (condictio sine qua non)

장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적당히 제한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의 지식 및 경험

에 비추어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를 결정하자

는 견해로서 경험적 지식에 비추어 보아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결과, 

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에서만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인정한다.

상당인과관계론은 다시 행위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  

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관설 재판시 재판, 

관의 입장에서 행위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과 예견 가능한 사후의 사정을 기

초로 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객관설 행위당시 통상인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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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사정과 행위자가 현재 알고 있거나 

또는 예견하고 있던 특별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나

뉘어 있다 이 중 통설적 지위에 있는 절충설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 

정한 민법 제 조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393 ‘
한도로 한다 는 제 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 1 , '

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는 제 항은 위 절충설의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2 . , 

위 민법 제 조는 동법 제 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도 적용이 되므로 통설393 763

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나 상당인과관계론에 

근거한 민법 제 조의 내용을 인과관계 판단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393

있다 곽윤직 김준호( , 2006; , 2015). 

  

역학적 인과관계(3) 

역학적 인과관계는 일본에서 이른바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판결  ' ', ' ' 

을 거치면서 공해소송에서 판례와 학설상 정착되었으며 역학적 인과관계가 , 

인정되면 법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도 강하게 추정된다 역학은 인간집단을 대. 
상으로 하여 인간의 건강 및 이상의 원인을 숙주와 병인 그리고 환경의 각 , 

방면으로부터 포괄적으로 탐구하여 건강증진과 예방을 도모하는 학문으로서,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의학 및 환자개체를 세포에 이르기까지 분석

하여 연구하는 병리학 내지 기초의학과 함께 제 의 의학연구의 방법이다3 . 본 

논문은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의 , , , , 

인과성 중에서도 역학의 인과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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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의 인과성 추론과 근거 수준. Ⅲ

인과성의 추론1.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는 보건학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예방은 물론. 

이고 진단과 정확한 치료법을 적용할 때도 중요하다(Bonita et al., 2006). 

역학에서 인과 추론은 처리 또는 개입 을 고려하여 (treatment) (intervention)

결과를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의 예측 추론은 개체. 

들 간 비교를 하지만 인과 추론에서는 같은 개체에 각각 다른 처리를 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를 하는 것이다. 

그림 역학적 인과관계 추론과정1. .1)

1) 대한예방의학회 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계축문화사( ). . , 2011.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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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는 흡연군과 비흡연군에  , 

서의 폐암 발생율을 비교함으로써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

다. 역학 연구에서 어떤 요인과 질병발생 간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추론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 

집단 간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과 질

병발생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평가한 다음 바이어스의 존재 유무와 교란변, 

수 통제 여부를 평가하고 인과관계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통계적 연관성, 

이 역학적 인과관계에 해당하는지 추론하게 된다. 

  

인과성 규명 기준  (1) 

년 미국 보건당국은 연방의무감 보고서  1964 (The Surgeon General's Report)

을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흡연의 해악을 경고하는 공중보건학계. 

와 번창하던 담배산업자본 사이에서 규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했다 흡연. 

과 건강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보고서에는 흡연과 폐암(Smoking and Health)

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역학조사들이 정리되어있고 나아

가 상관관계를 기초로 흡연과 질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성을 추론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담겨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결과에 대해 . 

서술하고 있는 연방의무감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촉발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일관성  1) (The consistency of the association) 
연관성의 강도  2) (The strength of the association) 
연관성의 특이성  3) (The specificity of the association) 
연관성의 시간적 선후관계  4) (The temporal relationship of the 

     association) 
연관성의 개연성  5) (The coherence of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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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에 제시된 다섯 가지 인과성의 기준들 가운데 연관  

성의 강도와 다른 연구결과 사이의 일관성은 역학적 인과성을 추론할 때 가장 

유력한 기준이다. 년 영국의 힐 은 논문을 통해 역학적 인과1965 (A. B. Hill)

성을 추론하기 위한 기준 을 체계적으로 제시하(the Bradford Hill criteria)

였다. 힐의 기준은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의 발전된 형태이다 인과적 추론. 

의 고전적인 출발점으로 회자되는 힐의 기준은 그가 제안한 고려사항과 관점

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연관성의 강도  1) 연관성의 강도는 상대위험도 또는 오즈: (Relative Risk) 

비 로 측정하며 연관성의 강도가 클수록 인과성 강도가 높아진다(Odds Ratio) . 

힐에 의하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배 높고 흡9~10 , 

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수치가 배에서 최대 배로 높게 나타났다 반20 30 . 

면에 관상동맥혈전증의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많아야 배의 사망률을 , 2

보인다 그 어느 다른 환경적 요인보다도 흡연과 밀접히 연결된 삶의 양식과 . 

흡연양이 폐암 발병에서 확연한 초과량임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Hill, 1965). 

강한 연관성은 교란변수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연관성의 일관성  2)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여러 연: . 

구에서 요인과 결과 간의 연관성이 대상 집단과 연구방법 연구시점이 다름에, 

도 비슷하게 관찰되면 일관성이 높다 흡연과 폐암은 여러 연구에서 연관성의 . 

일관성이 관찰되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역학 연구결과에서도 하루 한 갑 이. 

상을 피우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할 때 배 이상 폐암 발생위험이 높았20

다.

연관성의 특이성 한 요인이 여러 다른 질병과 동시에 관련성을 보인다  3) : 

면 인과성이 낮아지며 반대로 특정 질병에만 관련성을 보이고 다른 질병과는 

그렇지 않다면 특이성이 높아 인과성이 높다. 유전적 요인은 질병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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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유전역학 연구는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생과   (genetic epidemiology) 

관련하여 유전적 요인의 역할을 밝히려고 한다 유전역학은 가계 와 . (pedigree)

인구집단에서 유전자의 질병 발생에 대한 병인을 밝히고 나아가 유전자와 환, 

경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학문이다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복합적 질병. 

에 대한 연구는 유전체 전체에서 후보 단일염기다형성들을 뽑아 일정한 간격

으로 분석하는 유전체전장연구 가 있(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GWAS)

다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역학연구에서는 염색체 내 지표를 이용한 . DNA 

연관분석을 통해 유전자 위치가 정해지면 이 부위에서 돌연변이 여부를 DNA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염색체 번과 번에 각각 위치하는 유전자 . 17 13

와 가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연관분석BRCA1 BRCA2

을 통해 밝혀진 큰 성과 중 하나다. 

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 발생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4) 어떠한 요인을 한 : 

질병의 원인으로 가정하려면 요인에 대한 노출이 반드시 질병 발생 시점보다 , 

앞서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질병의 잠복기간이 길거나 노출요인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때 시간적 선후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

양 반응관계  5) - 요인에 대한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질병 발생의 위험도가 : 

증가한다 하루에 한 개비씩 담배를 피운 사람보다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 

운 사람에게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경우는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6) 최근의 생물학적 지식에 따라 역학적으로 관찰된 :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분자생물학적 기전으로 설명 가능하다면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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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식과 정합성 관련성의 강도가 높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의 발병   7) : 

과정 또는 자연사에 관한 지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과성의 가능성은 낮아

진다.

실험적 입증  8) 인위적 조작 또는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성의 변동을 : 

관찰함으로써 인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기존의 다른 인과관계와 유사성 기존에 밝혀진 인과관계와 유사한 연관  9) : 

성이 관찰되면 같은 인과관계로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아 선천기형과 . 

임신 초기 풍진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는데 유사한 바이러스에 , 

노출된 임산부가 선천성기형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면 인과적 연관성을 추론

할 수 있다.

힐의 기준은 인과성 추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 

힐은 무엇보다도 연관성의 강도 기준을 강조하였고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연, 

관성의 강도는 배 이상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이로부터 역학적 인과관계를 20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Hill, 1965; US Public Health Service, 1964).  

인과이론상 개념 (2) 

사회학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인과적 관계란 두 사건 와 사이에 공  , A B ① 

간적 시간적 인접성이 존재하고 한 사건 가 다른 사건 에 선행하며· , A B , ② 

전자 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후자 는 발생할 것 같지 않았을 경우를 말A B③ 

한다 철학자 흄 은 실제 일어난 사실에 반하는 조건에 대. (Hume D, 1711-1776)

한 가정 즉 반사실적 조건 에 주목하여 인과관계 , (counter-factual condition)

개념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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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학철학의 인과이론 1. 

인과 진술과 사례 인과 진술 는 의 원인이다· : C E .

사례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다· : .

규칙성 인과 이론 

 (Regularity Theories of Causation, RTC)

가 일어나면 규칙적으로 · C

가 뒤따라 일어난다   E .

흡연을 하면 규칙적으로 · 

폐암이 발생한다   .

반사실적 인과 이론 

 (Counterfactual Theories of Causation,   

 CTC)

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 C

도 일어나지 않았다   E .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 

폐암이 발생하지 않았다   .

확률 인과 이론 

 (Probability Theories of Causation, PTC)

는 가 일어날 확률을 높인다· C E .

흡연을 하면 폐암이 발생할    · 

확률이 높아진다   .

인과 과정 이론 

 (Causal Process Theories, CPT)

로부터 로 이어지는 · C E

물리적 과정이 있다   .

흡연으로부터 폐암으로 이어지는  · 

물리적 과정이 있다   .

조종 인과 이론 

 (Manipulability Theories of Causation, 

 MTC)

를 조종하면 를 바꿀 수 있다· C E .

흡연을 조종하면 폐암이  · 

발생하는 결과를 바꿀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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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이 특정 인구집단에서 건강 관련 상태나 사건의 발생과 분포 이에 영  ,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탐구하고 그 지식을 건강 문제의 관리에 응용하는 학

문 분야라면 사회역학 은 건강의 사회적 분포와 사회적 , (social epidemiology)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역학의 한 분야다 사회적 결정요인이란 인간 행위에서 . 

비롯된 사회적 관계들을 포괄한다 사회계층 구조 근로 조건과 지역사회 같. , 

은 환경 요인 성별과 인종주의 등에 근거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 등의 제도, 

적 문화적 요인 사회 네트워크와 지지 등 심리적 요인 복지체제와 사회정· , , 

책 등 정치경제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결정요인들로부터 건강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 

건강 불평등이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인구집단들 사이에서 , ,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개선 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차이가 존

재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개인의 선택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 

없이 건강행태의 개별적인 행동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만일 흡연군의 연령이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흡  

연군과 비흡연군의 폐암 발생율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면 실제 흡연만으로 인

한 폐암발생율의 차이보다 크게 추정된다 반대로 흡연군의 연령이 비흡연군. , 

보다 어린 경우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폐암 발생율의 차

이를 비교하게 되면 실제 흡연만으로 인한 폐암발생율의 차이보다 작게 추정

된다 이와 같이 추정의 결과가 실제와 다른 정도를 바이어스라고 한다. .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여건 과 같이 바이어스  , , (socioeconomic status, SES)

를 발생시키는 제 의 변수들을 교란변수3 (confounder, confounding variable)

라고 한다 역학에서 교란변수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건강상 결과인 질병의 . ①

위험요인일 것 노출과 관련 있을 것 중개자 가 아닐 것이 요, , (mediator)② ③

구된다 일반적인 모델이 모든 교란변수를 포함하고 정확성이 있다면 인과효. 

과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 

서는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에 착수하여 결론을 내릴 때까지 연구 설계로부터 

비롯되는 한계와 윤리적인 이유로 인해 교란변수를 모두 관측하고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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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조건과 건강의 인과적 연관성을 밝히는 것 또는 쉽지 않다 대부분  . 

의 사회적 요인들은 연구자가 직접 통제하거나 실험적 조건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사회역학과 분야에서는 전국 표본조사 자료나 건강보험 청. 

구자료 같은 대규모 행정관리자료 등의 비실험 자료 또는 관찰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향점수 도구. (propensity scores), 

변수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비실험 자료를 활(instrumental variable) . 

용하는 경우 무작위임상시험에서와 같은 무작위할당(randomized allocation)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적 조정을 통해 설명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를 추정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변량 을 포함한 다중선형회귀분석, (covariate)

의 방법을 사용한다 김명희 도영경(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 , , 

통제변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관심 있는 독립변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2007). 

모든 조건이 동일한 조건을 통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인과의 반사, 

실적 조건을 만드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치로 가와치 는 사회역학 공동저서의 서문에서 새로운 세대의   (I. Kawachi)

사회 역학자들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와 같은 (Directed acyclic graph, DAG)

인과성 추론 인과매개분석 머신 러닝 등에 대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힌 , , 

바 있다 사회역학자들이 수행하는 인과실험(Berkman et al, 2021). (causality 

에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시각적으로 experiment)

보여주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역학에서 논의되는 방향성 비순환 . 

그래프는 인과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소를 고려한 시각화 도식

이다 그래서 선택바이어스 정보바이어스에 의한 인과성의 과대 또는 과소 . , 

가능성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이용하면 . 

원인과 결과 간 이어져 있는 실타래 중 인과성이 아닌 흐름을 끊어내고 인과

적 연관성만 남길 수 있도록 모델링할 수 있다.

조종 인과 이론 은 도구적 입장에서 인과를 탐구하는 개입주의 인과이  (MTC)

론 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Interventionalist Theories of Causation,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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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은 조종의 개념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

론해 내는 것에 목표를 두었을 뿐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정의하려는 생각은 , 

없었다 철학자들의 환원주의적 접근이 실패 한 것으로 판정된 이후 개입주의. 

는 인간중심적 의미를 내포하는 조종이라는 표현을 개입이란 표현으로 대체하

며 원인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는 개입의 조건을 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  

개입주의에 따르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 에 변화를   C

일으키는 개입이 발생할 때 그러한 에 대한 개입이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 , C E

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만 주목한다 펄 히치콕. (J. Pearl), (C. 

우드워드 등은 전체 원인 과 기여 원Hitchcock), (J. Woodward) (total cause)

인 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결과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의 (contributing cause)

총합이 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개입주의를 옹호한다 개입이론은 다음과 같이 0 . 

표현될 수 있다.

그림 원인 과 결과 의 베이즈망2. (C)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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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전체 원인이다  ICT 1. C E . ⇔

를 변화시키는 개입 가 있고( ) C I ,ⅰ

개입 아래에서 와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며( ) I C E ,ⅱ

가 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이 아니다( ) C E 0 .ⅲ

가 의 직접 원인이다  ICT 2. C E . ⇔

를 변화시키는 개입 가 있고( ) C I ,ⅰ

와 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건의 발생 여부는 고정되며( ) C E ,ⅱ

개입 아래에서 와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 I C E .ⅲ

가 의 기여 원인이다  ICT 3. C E . ⇔

는 의 원인 는 의 직접 원인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로 의 ( ) C E (C E , Eⅰ

직접원인 Cn, Cn의 직접원인 Cn-1, , C… 1의 직접원인 로 연결되C

는 경로로 와 연결되어 있음 이고E ) ,

의 방식 이외 방법으로 가 의 원인일 수 있는 것은 가 ( ) ( ) C E C Eⅱ ⅰ

의 직접 원인이어야 하고, 

를 변화시키는 개입 가 있고( ) C I ,ⅲ

와 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건의 발생 여부는 고정되며( ) C E ,ⅳ

개입 아래에서 와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 I C E .ⅴ

원인과 인과 모형2. 

 

심슨의 역설 은 전체 인구에서는 유지되는 통계적 연관  (Simpson’s paradox)
성이 하위 집단에서는 유지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는 인과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직관에 반하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 

어떤 조건에서 인과 이야기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 효과를 관찰 데이터로부

터 계산할 수 있을까? 



- 21 -

  충분원인과 필요원인(1) 

원인은 충분원인 과 필요원인 으로 구분  (sufficient cause) (necessary cause)

하여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원인이 존재할 때 반드시 질병이 발생하는 최소. 

한의 경우를 충분원인이라고 한다 반면에 어떠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병이 .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필요원인이라고 한다(Rothman et al., 2005; 

강영호 어떤 질병은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이 상호Broadbent, 2014; , 2015). 

작용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질병의 원인과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 

특정 개인을 다른 개인들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Bonita et al., 

필요 원인은 충분원인들 안에서 특정한 종류의 부분 원인의 속성을 갖2006). 

는 것을 말한다 충분원인들 안에서 어떠한 원인이 모든 기전에서 나타난다면 . 

필요원인이 된다(Rothman K et al., 2005). 

그림 로스만 원인모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발생원인3. .2)

자궁경부암은 세 가지 충분원인 중 하나를 만족하면 발생하며 각각의 충분  

원인은 여러 가지 구성 원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에서와 같이 세 가지 충. 3 , 

2) 대한예방의학회 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계축문화사( ). . , 2011.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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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인이 모두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충분조건을 

구성하는 구성원인 중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필요원인에 해당한다.   

로스만 은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K. Rothman)

개념화한 원인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모형은 기여분율의 합과 상호작용 유도, 

기간 등과 같은 많은 역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흡연과 식이. , 

알코올 직업적 노출이 함께 작용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구성원인, 

이 질병발생에 기여하는 분율이 반복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 , 

원인이 기여하는 분율의 합은 를 넘을 수 있다100% . 

  질병 발생의 다요인 모형(2)  

 

원인과 결과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관련성 즉 어떤 질병 발생에 대한 필요  , 

충분조건 을 만족하는 단원인(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는 존재할 수 없다 브로드벤트 질병 발생에는 여러 가지 (monocause) ( , 2020). 

요인이 관여한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나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 

않는다 질병 자체를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는 것은 역학에. 

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

특별위원회,2015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은 베트남전 참전 군). 

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선고 다 판2013. 7. 12. 2006 17546 

결 판례에서) 제시된 것으로 대법원이 도입한 이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 방법 , 

에 대해서 부당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선구( , 2015). 

구조적 인과 모형   (3) 

  펄은 구조적 모형을 통해 반사실 사건의 구조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펄은 . 

원인 규명과 인과성의 확률에 대한 도구로서 필요성 확률(probability of 

충분성 확률 필요충분성 necessity, PN), (probability of sufficiency,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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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을 수식으로 나타내었다(probability of necessity and sufficiency) .

필요성 확률은 반사실 사건의 확률 즉 이 아니라면 의 규칙  , ‘~ (but for)’
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다 필요성 확률에 대한 공식 표현식을 작성하면 식별 . 

단계로 넘어가서 관측 실험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경험적 연구에서 필요, 

성 확률을 식별할 수 있는 가정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다 이 문제 대한 수. 

학적 분석은 다음 결과를 산출한다(Pearl, Gymour, Jewell, 2018).

   !가 "에 대해 단조적이면 즉 모든 (monotonic), #에 대해 !1$%&≥!0$%&이면

인과효과    ($)*+,$-&& 가 식별될 때  (.을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 있다.

  

    관계를 이용하면 , 

다음 식을 얻는다   .

이 수식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은 교란요인로서 교란바이어스를 설명하는데   

(.$-/)& 0($!-′0)′*" 0-/! 0)&

(. 01($-/)&
($)&2($)* +,$-′&&

($)&0($)*-&($-& 3($) *-′&$42($-&&

(. 01($)*-&
($)*-&2($)*-′&

3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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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보정을 나타낸다 이 수식의 우변의 첫 항은 초과위험비. (excess risk 

를 나타낸다 이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기여분율ratio, ERR) . 

로도 알려져 있다(attributable fraction, AF) .

역학에서 말하는 위험도의 차이 에 주목해 본다면 펄의   (risk-difference) , 

구조적 인과모형 개념과 수식을 통해 개입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고 인과효과

를 계산할 수 있다. 

초과위험비 내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기여분율이 중요한 것은 담  

배소송에서 유의미한 인과성 측정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 

율3)은 어떤 노출이 있을 때 그 노출이 결과의 유병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노출된 인구의 전체 유병률에 대비해 양으로 표시하려는 측정지표군을 지시하

는 말이다 초과분율. (excess fraction)4)은 노출군의 위험이 비노출군의 위험

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노출군의 위험도에 대한 분율 형태로 알려준다 예를 . 

3) 기여분율에 대한 정의는 로스만 그린랜드의 용어 설명에 따른다 , (Rothman K, Greenland S, 
2005).

4) 초과분율의 개념은 그린랜드가 제시했고 동일 개념을 가 노출된 인구집단에 Szklo M, Nieto FJ
서의 기여분율로 불렀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집단기여분율 인구집단초과분(Broadbent, 2020). , 
율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초과위험비 초과분율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기여분율을 같은 것으, , 
로 이해하고 서술하였다 초과분율과 달리 기여분율은 인과적 해석을 담고 있어 . etiologic 

이라고 불린다fraction . 

1($)*-&
($)*-&2($)*-′&

1($폐암 *흡연&
($폐암 *흡연&2($폐암 *비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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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일생 동안의 위험이 

약 라고 하고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일생 동안의 위험은 약 라고 10% , 0.5%

한다면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위험의 초과분율은 이다, (10%-0.5%)/10% = 95% . 

이것은 흡연자의 폐암 위험도가 비흡연자의 위험을 초과하는 양은 흡연자의 

폐암 위험 가운데 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노출과 비노출 사이의 95% . , 

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어떤 노출이 인과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경우에만 

위험분율은 그 노출에 기여한 수준을 말한다(Broadbent, 2020) 반면에 인. , 

구집단기여분율 는 위험인자에 노출(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

된 사람들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섞여 있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계

산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으려는 자들은 흡. 

연력을 지닌 폐암 환자들이므로 전체 인구집단기여분율이 아니라 노출군에서, 

의 기여분율이 인과적 기여도의 지표로서 적절하다 강영호( , 2015). 

  역학 연구는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에 관찰된 연관성을 바

탕으로 인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대한예방의학회 인( , 2017). 

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에서 원인 관계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흄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 . 

담배를 피운 누군가 폐암에 걸렸고 사람들은 그의 폐암 확진이 흡연 때문이, 

라고 일상적으로 말하지만 담배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본 사람은 아

무도 없다(Krieger N, 1994 하지만 앞서 설명한 인과모형과 수식을 활용하). 

여 보건의료 데이터에 숨어 있는 인과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역학의 연구 설계 3.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질병 현상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 연  

구 방법은 크게 실험연구와 관찰연구와 분류한다 이 분류는 요인 노출이 자. 

발적으로 일어나는가 또는 연구자가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가에 따른 것이다. 

실험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요인에의 노출 상황을 결정하고 그 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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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림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조건들을 미리 통제하여 주요 요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반면에 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요인 노출과 , 

질병 양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림 역학 연구의 분류4. .

  (1)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

실험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참여 주요인 및 교란요인에 노출 무작  , , 

위 배정 등 여러 연구 조건들을 통제하여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바이어스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고안된 연구 형태이다.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환자 대상의 무작위임상시

험 과 무작위 배정을 할 수 있는 일부 지역사회시험이 여기에 해당된다(RCT) . 

무작위시험은 무작위배정을 필요로 하며 이중맹검법 과 플라시(double blind)

보 대조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관찰연구와 다르다(placebo) . 

보건학 분야에서 무작위임상시험은 인과성을 밝히는 최선의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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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구대상 할(study design) , . 

당에 윤리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을 이유로 현실적 수행이 ,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무작위임상시험이 최선의 연구 

설계가 아닐 수도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사회역학 분야나 . 

제도적 요인들을 다루는 의료관리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

러진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이 인구집단의 평균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 

확인하기 위해서 확률 할당을 통해 두 집단에 각각 다른 종류의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 

이러한 개입을 시행하였다고 해도 소득불평등 이외에 평균 수명에 영향을 주

는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소득 불평등의 건강 , 

효과는 수개월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추적 기간을 설정하

기 어렵다. 

관찰연구  (2) (observational study)

관찰연구에는 기술역학 연구와 비실험 분석역학 연구가 있다 기술역학 연  . 

구는 인구집단에서 질병 발생의 양상을 인적 지역적 시간적 특성별로 파악, , 

하여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로 사례, 

연구와 사례군 연구 생태학적 연구 단면연구, , (cross-sectional study)가 이

에 속한다 분석역학연구는 비교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군 이상의 질병 빈. 

도 차이를 관찰하는 연구로서 환자 대조군 연구- (case-control study)와 코호

트 연구(cohort study)가 이에 속한다.   

  단면연구는 같은 시점 또는 기간 이내에 특정 질병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 형태이다 일차적 목적이 노출률 조사된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 (

요인 노출이 있는 사람의 분율 조사이므로 기술역학 연구에 포함되나 요인 ) , 

노출 여부에 따라 질병 이환율을 비교하거나 질병 여부에 따라 요인 여부를 

비교하는 분석역학 설계도 가능하다 단면연구는 질병과 요인을 같이 조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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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유병률 조사된 전체 인구집단 중 질병이 있는 사(prevalence; 

람의 분율 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 설계이다proportion) . 단면연구는 질병의 

자연사나 규모를 모를 때 우선 시행할 수 있으나 노출요인과 질병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질병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데 확증 결과로 사용되

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분석 역학의 연구 설계5. . 

환자 대조군연구는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세운 잠재적   -

위험요인에 대해 질병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는 대조군 간 노출 비율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미 질병이 발생된 상태에서 환자군과 대조군. 

을 선정한 후 이들이 과거 경험했던 위험요인 노출 여부를 조사하는 형태로 , 

설계된다 환자군은 사례 정의에 따라 대상의 포함 제외 기준 하에서 선별된. ·

다 대조군은 질병을 갖지 않은 대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조군은 대. . 

상을 뽑는 기반에 따라 병원 대조군과 지역사회대조군으로 구분된다 환자 대. -

조군 연구에서는 교란 요인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짝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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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을 사용한다 짝짓기는 어떤 교란변수가 존재할 때 환자군(matching) . 

의 교란변수 분포가 대조군에도 동일하게 분포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대조군

을 뽑는 방식 과 환자군 개인마다 짝짓기 변수의 특성이 (frequency matching)

완전히 똑같게 대조군을 하나 또는 둘 이상씩 골라 서로 짝지어 놓는 개별 짝

짓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individual matching), .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요인과 질병의 연관성 지표로서 산출하는 오즈비  -

는 환자군의 위험요인 노출 비노출 비 에 비해 대조군의 (odds ratio) / (ratio)

노출 비노출 비로 정의된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이미 질병이 발생된 환자를 / . -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적고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효율

성을 갖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비교성 있는 대조군 선정이 어렵다는 점에. 

서 잘못 분류하거나 선택 바이어스를 유발할 수 있고 과거 위험요인 노출에 , 

대한 정보 수집과정에서 기억력에 의존하는 경우 기억 소실 및 회상 바이어스

를 유발할 수 있다.

코호트연구는 질병이 없는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 관찰하여 질병 발생의 크기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코호트 연구는 관찰연. 

구로 분류되며 연구가설을 갖는 분석적 연구방법이다 추적 관찰할 코호트를 . 

선정하는 방법에는 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에 참여할 집단을 선정하는 것

과 연구대상자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인구집단을 먼저 선정하는 기저 

조사 단면연구 를 통해 노출 집단과 비노출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 . 

기반 조사에서 연구대상 질병에 이환된 사람은 코호트에서 제외된다 연구 과. 

정이 길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위험요인과 질병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가 명확하여 원인을 찾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연구 설계이다. 

코호트 연구에서 구할 수 있는 누적 발생률 은 질병   (cumulative incidence)

발생 위험성이 있는 인구집단 내 인구수에서 일정 기간 그 인구집단에서 새롭

게 발생한 질병 발생 수를 말한다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코호트 연구의 특성. 

상 전체 연구 기간 중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추적이 불가능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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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각 개인에 대한 관찰기간이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관찰 기간의 총합, 

을 사용하여 평균 발생률 또는 발생 밀도 를 구한다(incidence density, ID) . 

분모는 일정 기간 각 대상자의 관찰기간의 총합이며 주로 인년(person-year)

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코호트 연구에서 특정 노출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 

크기는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률 비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대위험도 이다, (relative risk, RR) .

체계적 고찰  (3) 

체계적 고찰이란 일차 연구들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종합적인   

문헌분석방법이다 기존의 서술적 고찰은 특정 분야의 기존 문헌들을 저자의 . 

주관적인 관점에서 종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태로 기술된다 반면 체계. , 

적 고찰은 기존 수행된 연구결과를 사용하되 특정 연구 대상 개입 또는 노, , 

출 결과 변수에 대하여 여러 정보원의 포괄적 검색에 의해 선정된 일차 연구, 

의 체계적인 자료 결합을 통하여 질적 또는 양적인 메타분석(meta-analysis)

을 한다 메타분석은 개개 연구의 자료를 통합한 후 확립된 통계적 방법을 사. 

용하여 재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메타분석은 두 개 이상의 연구 자료를 분. 

석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체계적 고찰의 방법은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근거를 기반  

으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근거기반의학 에 의(Evidence-based Medicine)

해서 지지되고 있다 체계적 고찰은 연구 질문과 관련된 모든 근거의 종합을 . 

통하여 사용 가능한 근거를 엄격히 검토한다 체계적 고찰이 중요한 이유는 . 

작지만 중요한 효과를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많은 개별적 시험은 약한 . 

효과를 탐지하기에 규모가 작다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 

문제는 좀 더 큰 규모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작은 규모, 

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재현성 있는 결과들을 포괄적(reproducible) 

으로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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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야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웹에 구축되어 있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문헌들을 수집하기 쉬워졌다 예를 들어 펍메드 는 미국 국. (PubMed)

립보건원 산하 국립 의학 도서관의 정보 검색 시스템의 하나로 생명과학과 , 

생의학 분야의 논문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다. 

즉 펍메드는 메드라인 등 의학연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주는 도구, (MEDLINE)

에 해당한다 코크란 은 년에 설립된 의료분야 정보를 . (Cochrane Library) 1993

다루는 국제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의료분야 연구의 체계적 고찰을 담은 코크. 

란 리뷰를 발표 보급하여 의료인 정책 담당자 환자와 보호자가 이를 통해 · , ,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의학 데이터베이스로는 . 

코리아메드 가 있다(KoreaMed) .

구체적인 체계적 고찰의 방법에 관하여 프리즈마  (Preferred Reporting 

가이드라인에 따Items fro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 

르면 연구자에게  임상연구 등록 시점에 미리 프로토콜을 정하고 연구계획대

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로토콜과 괴리된 연구를 수행할 경. 

우 정해둔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 선택 바이어스로 인해 연구 결과의 비뚤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질문에 맞는 논문만을 선별해서 근거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

하다 그리고 연구 비뚤림 평가 를 통해 적어. (study risk of bias assessment)

도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비뚤림 정도를 연구별로 표시

하여야 한다. 

  체계적 고찰에 의해 통합된 결과는 이분변수 로 측정된 경(binary variable)

우는 상대위험도 및 상대위험도 감소나 오즈비 및 오즈비 감소로 연속변수, 

로 측정된 경우에는 평균 차이로 표현된다(continuous variable) . 개별 연구

의 이질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으로는 Higgins’ I2와 Cochrane Q 

가 있다 먼저 statistics . Higgins’ I2는 에서 자유도를 Cochrane Q statistics

뺀 것을 다시 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이질성을 일관성 Cochrane Q statis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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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정량화시킨다. I2 값이 보다 작으면 통계적 이질성이 낮음25% , 25%- 75%

이면 중간 정도의 이질성 보다 크면 심한 이질성으로 평가한다, 75% . Cochrane 

은 개별 연구들의 중재효과가 통합효과 값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Q statistics

떨어져 있는지를 χ2 검정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다 . 

의 귀무가설은 이질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Cochrane Q statistics

며 을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사용한다 고정효p-value 0.1 (Cochrane handbook). 

과모형 을 기본으로 효과크기를 통합하고 이질성 검정(fixed effect model) , 

을 시행한 후 이질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랜덤(test of heterogeneity) , 

효과 모형 으로 종합적 효과크기를 산출하고(random effect model) , forest 

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효과크기를 판단한다plot . I2 값이 이 상인 경우  50% 

각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효과 크기가 연구 내 변이 및 연구 간 변 이에 의해 

각각 다름을 전제로 한 분석모형인 변량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질. 

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하위그룹 분석 및 메타 회귀분석

을 실시한다.

출판바이어스 은 개별 연구들의 특성과 결과에 따라 연구  (publication bias)

가 출한되거나 출판되지 않을 오류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 

결과일 경우 더욱 출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출판바이, 

어스를 고려하여 해당 메타연구의 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통계적 기법으로는 연구 분. 

포의 불균형을 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한 후 Funnel plot Begg test

와 를 추가로 시행하는 방식이 있다 의 그래프가 비대Egger test . Funnel plot

칭성을 보인다면 통합효과크기가 한 쪽으로 편향되었을 수 있으므로 민감도 

분석의 일환으로 대칭성이 충족된 상태에서 보정된 통합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시행한다trim and f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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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연구의 근거 수준4. 

 

근거기반의학이 제시하는 위계 구조에 따르면 무작위 임상시험과 관찰연구   

설계로 대표되는 비교 임상 연구를 잘 수행하면 양질의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근거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단 하나의 연구가 가지는 근거

보다 신뢰성이 높다 역학 연구의 설계에 따라 일차적으로 근거의 수준이 결. 

정되는데 관찰연구에 비하여 실험연구의 근거 수준이 높으며 관련 있는 모, , 

든 실험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연구나 메타분석에서 도출된 근거 수준이 가

장 높다. 

그림 근거 위계 피라미드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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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에서 는 고전적인 근거 위계 피라미드이고 는 근거 등급 평가6. A , B 1) 

에 의해서 연구 디자인 간 경계가 물결 표시와 같이 수정 중에 있음을 체, 2) 

계적 고찰은 피라미드에서 잘려나갔음을 나타낸다 는 수정된 피라미드로서 . C

체계적 고찰은 근거를 바라보는 렌즈에 해당한다.

표 근거 수준에 따른 연구 유형2. 

5) Murad MH, Asi N, Alsawas M, Alahdab F. Evid Based Med, 2016;21(4):126.

근 거 수 준

(Level of 

evidence)

근거 유형(Type of evidence)

Ⅰ

관련 있는 모든 순수 실험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연구나 메타분

석에서 도출된 근거(Evidence from a systemic review or 

meta-analysis of all relevan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Ⅱ
무작위 배정 순수실험연구 근거(Evidence from well-designed 

RCTs)

Ⅲ
비동질적 통제집단 연구에서 도출된 근거(Evidence from 

well-designed controlled trial without randomization)

Ⅳ
환자군 대조군 비교연구 또는 코호트 관찰연구에서 도출된 근거-

(Evidence from well-designed case-control or cohort study)

Ⅴ

서술적 조사연구 질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도출된 , 

근거(Evidence from systemic reviews of descriptive or 

qualitative studies)

Ⅵ
단일 서술적 조사연구 또는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근거(Evidence 

from single descriptive or qualitative study)

Ⅶ
관련 기관의 자문 또는 전문가 집단의 보고서(Evidence from the 

opinion of authorities and/or reports of exper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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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준에 따라서는 다양한 연구 유형을 세분화해서 제시할 수 있다 무  . 

작위 임상 시험은 관찰연구보다 더 많은 교란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설계 자체가 지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관찰연구가 무작위 시험만큼 . 

근거수준을 담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신 근거기반의학 연구자들은 개? 

입의 효과로 추정된 것이 실제로 근거에 의해 강하게 지지받는지 여부를 고려

하여 근거의 품질에 등급을 매긴다.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 

체계의 저자들은 세 단계의 과정을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거쳐 이를 판단한다 단계에서는 무작위 시험에 높은 등급을 관찰 연구에는 . 1 ,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단계에서는 기준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2 , 3

단계에서 근거의 수준을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나누어 부여한다, , , .

그림 근거 순위에 대한 체계7. GRADE 6).

이와 같이 체계적 고찰은 엄격한 방법론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하는 연구 형  

태이다 선별적으로 수집한 근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 

역학 연구 결과 중에서 신뢰할 만한 양질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6) Howick J 전현우 천현득 황승식 역 증거기반의학의 철학 생각의 힘. · · ( ). . , 2018,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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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인과관계론. Ⅳ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인과관  , "

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 ・

되는 사실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였

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

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이는 대체로 ( 2012. 4. 13. 2009 77198, 77204 ). 

법적 인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실적 인과관계가 법적 인과관계의 기초적 전제가 . 

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결국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까지 

판명된 과학적 의학적 지식을 경험칙 삼아 판단하게 된다· . 

앞서 인과관계를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  

과 같이 소송상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정 사실이 특정 결과 발생을 초래하였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특정은 사회의 통상인이 의. 

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진실성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요한다 인과관. 

계의 입증은 과실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 정도의 가능성으로는 부족하다 증명도 기준에 관하여 , . 

여러 실무가들과 학자들이 고도의 개연성을 수치화한 결과 고도의 개연성은 , 

를 초과하는 정도의 확실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 김차동 김홍80% ( , 2019; 

엽 이시윤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근래 학설과 판례, 2018; , 2018). , 

는 여러 사정으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은 판례의 , 

분석을 통하여 유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해당 . 

유형에 해당한다면 유사한 판례를 통해 발전된 법리를 적용하여 인과관계 판

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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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일반론 1. 

  증명책임(1)  

증명책임 입증책임 거증책임 이란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 효과  ( , ) , 

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어느 쪽으로도 확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위불명 판결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가 ( , non liquet), 

확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의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객관적 증명(

책임 이는 증거조사를 하였으나 증거가 없을 때의 패소할 위험을 뜻한다). .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사건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이 진위불명의 상, ' '

태에 이르면 대여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에게 불

리하게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변제 여부가 불명하면 변제 사실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증명책임을 지는 피고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한편 객관적 증명책임에 의해 진위불명의 경우에 불이익한 판단 즉 패소  , , 

위험 때문에 증명책임 부담자는 패소를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승소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 

를 제출해야 하는 당사자의 책임을 주관적 증명책임 증거제출책임 이라 한다( ) . 

패소를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을 뜻하나 심리의 최종단계에, 

서 문제가 되는 객관적 증명책임과 달리 주관적 증명책임은 심리의 개시단계

부터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질 당사자가 심리과정에서 바

뀔 수 있으며 변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는 그 적용이 , 

없다 김홍엽( , 2018). 

  증명책임의 분배기준(2)  

  

증명책임의 분배라 함은 특정의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불발생을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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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사실 요증사실 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 그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 ( )

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가정해서 판단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이다 분배의 기준에 관하여는 요증사실의 성질 자체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는 요증사실분류설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명제를 근거로 하는 주, 

장자증명책임설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에 따라 추상적 일반적으로 , , 

정해야 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요건분류설이 , 

통설이다 이시윤 김홍엽( ;2009, ;2018).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의   , 

존부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법규의 적용에 의하여 유리한 효과를 . 

받을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상 그 책임은 대부분 , 

원고에 있다고 해석된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요건사실 중 그 권. 

리의 발생에 필요한 사실 즉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 증명 하여, , ·

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권리 장애 멸각 저지규정의 요건, · ·

사실 등을 주장 증명 하여야 한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3)  

 

법률요건분류설이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이긴 하나 증명책임이 민사소송의   , 

결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의 근간을 , 

이루는 이념인 공평과 균형의 관점에서 계속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입법. 

자가 명확히 증명책임의 분배를 의식해서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는 법조문의 

표현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가 가능하고 이상적이다 그러나 법규의 표현만으. 

로는 진위불명의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증명책임

의 분배의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의료과오소송 등의 소위 현대형 소송에서 법률   , , 

요건분류설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현대형 소송은 고도의 지식 및 기술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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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야로부터 발생하여 일반인으로서는 관련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가 태반이고 설령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유해물질의 성분 등에 , 

관한 자료 설계도 생산자료 의료기록 등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제조자 의, , , , 

료인 등에게 편재되어 있어 법률요건분류설 하의 피해자는 원고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하지 못하여 결국 패소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는 

다 이는 민사소송법이 지향하는 공평과 균형이라는 이념에는 크. 게 반하는 것

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 다.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서 법규의 형식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  

인 법률요건분류설의 대안으로 실질적 근거에 입각하여 증명책임을 재분배해

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하였다 김홍엽 그 가운데 위험영역설( , 2018). 

은 누구의 위험영역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코

자 하는 견해로서 손해의 원인이 가해자의 법률상 사실상의 수단에 의하여 , , 

지배할 수 있는 생활영역 위험영역 에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증거에의 접근이 ( )

어려우므로 증명이 용이한 가해자에게 과실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게 

함이 정의에 맞는다고 한다 이 학설은 계약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 

건의 경우에 규범설에 따라 법규와 구조 속에서 형식적으로 증명책임을 분배

하는 통설 및 판례를 수정하여 가해자에게 과실 및 인관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을 지우려는 견해이다. 

증거거리설은 증거와의 거리 증명의 난이 개연성이 높은 경험법칙 등 당  , , 

사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익을 형량하여 실질적인 증명책임분배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견해이다 김홍엽( , 2018). 그러나 위험영역설은 위험영역의 모호

함 증거거리설은 증거와의 거리의 뜻 그리고 증거와의 거리가 같은 경우의 , , 

문제 증명책임과 주장책임과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석에 , . 

의한 보충의 방법으로 법률요건의 불합리를 피할 수 있고 기준이 명확하여 , 

소송수행의 지표로 편리한 법률요건분류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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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분류설의 보완 2. 

기본적으로 법률요건분류설의 체제 아래 그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 

증명책임 경감 증명책임의 전환 등의 논의가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현대형 , . 

소송 중 법률요건분류설의 엄격한 적용이 가져오는 폐단을 시정하되 불법행위

법상 손해 공평 부담의 원리를 실현코자 하는 몇 가지 이론적 시도들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최근까지의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증명책임의 경감과 관련하여 독일 및 이를 계수한 일본 우리나라 등 대륙  , , 

법계에서는 개연성설 사실상의 추정론 표현증명론이 영국과 미국 등의 영, , , 

미법계에서는 일반적인 상식 이론 일응의 추정(Commom Knowledge) , (Res Ipsa 

원칙 등이 발전되어 왔다Loquitur) . 

  ( 개연성설1)  

개연성설은 원래 공해소송에서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고 공적   , 

조사기관의 부재 가해자의 비협조 피해자의 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 , 

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등장하였다

이시윤( , 2009). 일본의 실체법학자인 토쿠모토 마모루 는 광해 소송( )德本 鎭

에서 광업권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연성설을 제창하였다 나중에 대두된 산업공해소송의 . 

인과관계 증명에 관해서도 그 논리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되어 통설로 자리 잡

았다 손용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학자들 간 견해의 차이가 있( , 2009). 

다 기본적으로는 민사 소송에서 요구되는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써 .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되는 것이 원칙

이나 환경오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 

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이다 박태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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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도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개연성설은 유해물질소송에 있어서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 손해배상 소송에서처럼 귀책사유나 인과관계에 . 

관하여 법관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증명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어 손해의 전보를 받지 못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유해물질소송은 공해소송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공평의 이념에 의거하여 증명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연성설을 담배소. 

송의 경우에도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대법원은 선고 다 판결을 통하여 공해소송에서 개연  1974. 12. 10. , 72 1774 

성설을 정면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판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있어야 할 인과관계의 증

명에 관하여도 개연성설이 사실인정에 작용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은 공해. 

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

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즉 침, 

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

명을 함으로써 충분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연성설에 대하여는 개연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증명인지 불분  , 

명 하고 피해자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도를 낮추게 되면 가해자의 반증도 , 

용이하게 되어 개연성설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인과관계, 

의 증명도를 공해사건 등에 있어서 특별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

가 불분명하고 전통적 소송이론을 불필요하게 변경하는 것이 되며 개개의 , , 

법관에 의한 일관성 없는 인과관계의 증명판단을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개연, 

성설을 주장하면 낮은 정도의 심증을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연성설의 증거법적 본질에 관하여는 사실상 추정론에 의하여 입증책임 의   

사실상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영미법상의 증거우월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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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여 이를 공해소송에 적용하려는 견해(pre-ponderance of evidence)

로 나뉜다 사실상 추정론에 의하여 입증책임의 사실상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 

로 보는 견해는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증명은 손해의 부담이 문제

되는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 , 

증명으로 족하며 인과관계의 개연성의 증명이 있으면 자유 심증 테두리 안에, 

서 인과관계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고 가해자는 반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 

여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증명의 정도를 낮추려고 함. 

에 있어서 요건사실과 간접 사실 경험칙간의 혼동이 있고 그 결과 증명의 , , 

정도를 낮추는 대상은 간접사실이 되면 요건사실의 인정이 자의로 이루어질 

염려가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증명과 소명 사이의 중간적인 심증으로 사실 , 

인정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있다 오석락( , 1996).

영미법상의 증거우월의 법리를 도입하여 이를 공해소송에 적용하려는 견해  

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대비하여 어느 편의 사실

이 보다 더 우세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여기서 증거의 우월이라 함은 증거가 법원을 확신시키는 힘을 말한다 형사소. 

송에서의 증명의 정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요함

에 반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승소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증거의 무게가 타방보다 우월하다고 볼 ,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면 사법적 구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상 추정론  (2)  

법학에서 추정이란 일정한 사실 전제사실 에서 다른 일정한 사실을 추인해   ( )

내는 것을 말한다 즉 라는 사실이 있을 경우 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 , a b

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는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이 있다 법. . 

률상의 추정은 이미 법규화된 경험법칙 즉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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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말한다 예컨대 민법 조의 점유계속의 추정 민법 제 조의 점유자. 198 , 200

의 권리추정 민법 제 조의 부부의 특유재산의 추정 민법 제 조의 부의 , 830 , 844

친생자 추정 등이 있다 법률상 추정은 증거제출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 

다 법률상 추정은 추정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반대사실의 증명이 . 

있어야 한다.

사실상의 추정은 일반 경험법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으로서 당사자가 요  

건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그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법

원이 그 증명된 간접사실에 경험법칙을 적용하여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증명방

법이다 예를 들어 매도증서의 보관사실에서 매수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사. . 

실상 추정은 추정된 사실이 진실인지 의심을 품게 할 반증으로 깨뜨릴 수 있

다 사실상 추정은 법관이 경험법칙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제사실로부터 증명. 

할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자유심증주의의 과정이다 김홍엽( , 2018).

일반적인 상식 이론   (3) 

미국에서도 원고가 청구원인이 되는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함은 한국  

과 같다 그리하여 유해물질 소송에서 과실 인과관계 등의 증명책임 역시 원. , 

칙적으로 원고인 환자 측에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전문가 , 

증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과실의 판단 기준은 전문가의 증언에 .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인으로 선정된 의사가 . 

같은 지역의 의사의 과실을 증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감정인으로 나서

는 의사 자체를 구하기 어려웠고 설령 감정인이 된다 하더라도 과실 증언에 ,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결국 피고인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침묵의 공모

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후 이에 대한 비판으로 감(conspiracy of silence) . 

정인의 자격을 동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유사한 지역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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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였다 오늘날에는 미국 내의 의사이기만 하(similar locality rule) . 

면 감정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기준까지 등장하였으나 침묵의 , 

공모 문제는 원고인 환자의 증명에 있어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

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증언 직접적 증거 이 없이도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 )

정할 수 있는 방법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식 이론, 

과 후술할 일응의 추정 원칙이 등장하게 되었다 김영두( , 2007). 

일반적 상식 이론은 의사의 과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할 정도로 중대하여 의사가 아니더라도 당해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 , 

배심원들도 일반 상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하지 않은 

진단이나 시술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증언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본 법리는 의사의 과실이 일반인인 배심원들에게도 너무나 명백한 모습으로   

나타나 전문가 증언이 요구되지 않는 때에 이용된다 즉 배심원 등 사실인정. , 

을 하는 자가 그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이용하여 전문가 증언의 도움 없이 적

합한 주의 의무의 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원고는 전문가 증언이 요구되, 

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내어 법원에서 바로 사건을 기각하여 피고 승소판결, 

을 내리는 약식판결 를 회피하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을 (summary judgement) , 

수 있다. 

일응의 추정 원칙   (4) 

라는 말은 사물 스스로가 말한다  Res Ipsa Loquitur ‘ (the thing speaks for 

라는 내용의 라틴어로서 과실 없이는 보통의 경우 발생하지 아니하itself)’ , 

는 형태의 설명이 안 되는 상해사실 그 자체로부터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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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법칙은 영미법에서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는 요건에 대해 가장 큰 예외로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으나 의

미 있는 간접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빈번히 주장되고 있으며 주로 정황증거, 

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 이 이론(circumstance evidence) . 

은 영미 불법행위법상 과실의 일응의 추정 원칙으로 (prima facie evidence) 

발전되었고 독일에서 표현증명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 

과실의 일응의 추정 원칙은 정황증거의 일종으로서 손해가 누군가의 과  ① 

실이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일 것 손해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 ② 

있는 사람 또는 시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일 것 원고의 과실 경합이 없을 , ③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요건들 중 원고가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 요건 즉 손해가 누군가의 과실이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 

한다. 이 원칙은 유력한 정황증거를 근거로 과실을 추정하고 과실의 추정을 , 

번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

한다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보다 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므

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김영두( , 2007).

표현증명론  (5)   

표현증명 이란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일반경험칙에 비추어   ( ) , 表現證明

어떠한 사건의 전형적인 전개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요건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하는 증거법칙을 말한

다. 즉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법칙을 이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 

직접사실 을 추정 하는 표현증명은 경험칙상 어떤 사실이 있으면 다른 어떤 ( )

사실이 생긴다고 하는 정형적 사상경과 가 인정(typischer Geschehensablauf)

되는 경우에 어떤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손용근(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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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증명은 통상의 증명도가 요구된다는 점  , 단순한 반증에 의하여서도 추

정이 깨어진다는 점에서는 사실상의 추정과 같으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서만 사용되고 어떤 사실이 존재하면 그것, 

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항상 통례로서 반복되는 이른바 정형적 사

상경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 내용을 특정함이 없이 과실행위나 인과, 

관계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추정과 다르다. 

표현증명의 인정 여부는 추정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증을 얻었는가  

의 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일반의 증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의심을 갖지 않고 그 판단에 안심하고 행

동할 정도의 확신을 판사가 얻도록 하여야 한다. 표현증명이 인정되면 상대방

은 반증을 통하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정형적인 경과가 존재한

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법관의 심증을 동요시켜야 한다. 

독일의 경우 가해자가 보호법규 사고방지 규정이나 손해예방의 일반적인   ,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의학적 화학적 물리적 전개과정의 판단이 문제되는 , , 

경우에 인과관계의 문제를 이 법리에 의하여 해결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으로 인한 사고와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교통표지의 미준. 

수 건조한 도로에서의 이탈 보도 위에서의 주행 등과 같은 행동방식은 가해, , 

자에 대한 과실을 전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이다 반홍식( , 2016).  

표현증명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간접사실의 존재 자체  . 

를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가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온 사실에 

대하여 반대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간. 

접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이와 양립 할 수 있는 별개의 간접사실 특단의 (

사정 예컨대 차량의 인도 진입 사실은 인정하나 이것이 자신의 뒤에 있었), , 

던 차량의 충격에 의한 결과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요증사실의 추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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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연성설  (6)  

개연성설에 대한 비판은 개연성설이 증명 부담의 완화를 증명도의 영역에서  

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연성설. 

이 환경소송의 특성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인식 

그 자체는 여전히 의미 있다 실체법학자들에 의하여 불완전하게 정립된 개연. 

성설의 약점을 소송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김홍엽( , 

2018). 

신개연성설은 인과관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주제의 유형화 작업을 거쳐 경  

험칙이 작용하는 영역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증명할 범위를 축. 

소하는 한편 가해자에게는 보다 폭넓은 간접반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피해, 

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시키려 한다 역학적 인과관계론은 이러한 신개연성. 

설을 구체화하는 이론 중 하나다 역학적 인과관계론은 경험칙의 영역에 앞서 . 

언급한 역학적 전문 지식을 포함시켜 인과관계의 존부 기준으로 삼는 이론이

다 역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과 자연적 사회적 위험요인과의 . ·

연관성을 밝히고 질병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인데,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하

지 않는 한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인과관, 

계를 구성하는 주요사실 중 일부를 간접증명에 의하여 증명하면 나머지 사실

은 일응의 추정에 의하여 추인되므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행한 간접사실, 

의 증명을 동요시키거나 반증 다른 간접사실을 증명 간접반증 하여야 한다( ), ( ) . 

신개연성설 가운데 특히 역학적 인과관계론이 담배소송을 비롯한 유해물질 소

송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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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소송의 특성 및 유형3.   

 위험 를 바라보는 법실용주의적 태도 (1) (risk)

  불법행위 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tort)

말한다. 불법행위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은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 , ① ② 가해행위 위법성 책임능력 손, , , ③ ④ ⑤ 

해의 발생 인과관계이다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 . ⑥ 

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이 일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인과관계는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 

의미를 갖는다. 

통상 리스크라고 할 때에는 위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해의 크  

기 중대성 과 그것이 발생할 확률 개연성 을 함께 의미한다 예컨대 석면과 ( ) ( ) .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은 심각하고 위해의 개연(

성 암에 걸리는 것은 곧 사망 위해의 중대성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리스), ( ) . 

크는 위해의 중대성과 개연성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홍식( , 

모든 리스크는 확률적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불확실하다는 2002). 

점이 본질이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입증책임의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리. 

스크 문제에 대한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 관계로 구성된  

다 사실적 인과관계는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에. , 

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실에 관한 판단으로 결정되는 인과관계

를 말한다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전통적이. 

고 여전히 지배적인 방법은 분석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but for . 

위해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 

입증해야 한다 미국 불법행위법 에 의하면 행위자의 행위. Restatement§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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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 실질

적 요인이어야 한다. 

사실적 인과관계는 조건설  , 즉 자연적 과학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 ・
적 인과관계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배상 범위의 확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인과관계 즉 사실, , 

적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행위 중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근접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proximate) , . 

와 같이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증명에서 단계의 과정을 통과2

해야 한다 신봉구( , 2019).   

로젠버그는 미국에서 석면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이에 기해 불법행위 시스  

템이 여전히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불법행위법은 석면과 관련. 

된 음모를 성공적으로 폭로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예

방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퍼시벌은 미국에서 제기(Rosengerg D, 1986). 

되었던 담배소송을 예로 들면서 사법판단은 합리성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지

만 사회가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미래의 행동을 향도하는 , 

강력한 효과가 있고 판사는 개별적 사건에 접해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함, 

으로써 전문가들의 위험 평가에 따라다니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합

리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담배소송에서 불법행위법(Persival RV, 1997).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인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판사

는 필연적으로 일반인의 법 감정에 의지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 소송   (2) 

석면소송    1) 
  

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는 역학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류가 형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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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타코나이트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석면과 유사한 부산물의 암 유발 . 

가능성이 법정에서 인정되었다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Samet JM, 2007). 

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

다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폐. 

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석면구제법 제, ( 2

조 미국법상 유해물질 제조물책임 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toxic torts) , ① 

그 결함이 제조회사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생성된 것일 것 제조물의 , ② ③ 

결함과 질병 사이 근 인과관계 가 존재할 것을 증( ) (approximate causation)近

명해야 한다 김병두 실제 업무상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를 원고로 하( , 2019). 

는 소송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고 석면 노출 과정에서 제조회사가 , 

관여한 사정이 있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위와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에는 이와 같은 영. 

미법 판례의 영향이 지대했다.

국내 판례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8

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다

박태현 원고의 사망원인인 폐암이 발병하게 된 질병의 역학적 경로( , 2014). 

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고는 암 발생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

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 하다가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치료되지 못하고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 

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

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으로 원고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

하였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5.11.10. 2005 8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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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원고가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를 포함한 전기 비전도유체   PCBs

의 사용으로 폐암 발병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주장하며 소(dielectric fluid)

를 제기하였다 역학연구결과의 증거제출 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 

이 소송에서 상대위험도가 이상인 역학연구결과만 증거로서 채택하여 배심2 

에 제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박진아 그러나 상대위험도 이상의 ( , 2015). 2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배심재판도 없이 패소판결을 받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

해가 존재한다 이연갑( , 2012).

   

환경소송   (3) 

환경소송의 사안과 유해물질 사안은 가해 기업이 배출한 유해한 원인 물질   

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이 해롭게 된 점에서 유사한 태양을 갖는다. 환경오

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피해자인 일반. 

인으로서는 오염원인물질을 이해하고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 

들면 과거 사용하였던 석면제품 고엽제 및 여러 화약제품은 사용 당시에는 , 

전문가조차 위험성을 알지 못하였다. 한국 판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형적 사

안은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에서와 같이 폐수 또는 휘발유 등이 배출되는 등 

유해물질의 노출이 가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한되고 있다 환경. 

소송과 유해물질로 인한 소송은 노출 유입경로 손해의 발생i) , ) , ) , ⅱ ⅲ

인과관계의 인정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 . ⅳ

서 환경소송에서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법리가 유해물질소송에도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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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에 관한 물음은 자연스럽다. 

판례가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명시적으로 최초 인정한 사례는 화력  

발전소의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한 과수원의 피해에 관련된 사안이다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당해 행위가 없었1974. 12. 10. 72 1774 ). 

더라면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

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경향은 공해사건뿐만 아니라 . 

제조물책임 의료사고 등 현대형 소송 일반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

환경오염의 개념을 공해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면 환경오염은 단순히   ,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사실을 말하고 오염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데 비하

여 공해는 오염주체와 오염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 

문제를 다루는 것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면 공해문제를 다루는 것은 실천적

이고 현실적인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공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 

이 성립되어야 한다 인간의 활동결과로 생긴 것 원인 물 공기 토. ( ), · ·① ② 

양 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 과정 계속적인 성격을 가진 것 상태( ), ( ), ③ 

일반 대중 또는 지역사회에 미치고 있는 것 범위 인간의 건강 또는 ( ), ④ ⑤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 등이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 발병한 피해자들이 대한민  

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에서도 역학, , 

적 상관관계를 넘어서 그 이상 비중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경우 역학조사를 , 

통하여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가합 판결2010. 2. 3. 2007 16309 ). 

다만 해당 요인이 주요하거나 비중 있는 가해 요인었던 점 등이 추가로 입증, 

되어야 한다며 역학적 연구의 증거가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박태현( , 

해당 사건은 역학조사 결과가 그 정도로는 비중 있는 신뢰도를 확보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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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따이이따이 병의 유래가 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  . 

에서 일본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임상병리학적 소견과 동물 실험, 

역학적 조사 연구 등의 자료에 의하면 카드뮴과 이따이이따이 병과의 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판시하였다 중금속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질병을 . 

통계학적으로 관찰하는 역학적 증명 방식을 도입하였다 카드뮴의 배출과 카. 

드뮴을 섭취한 개인의 이따이이따이 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개별적 구체적인 인과관계도 증명·

된 것으로 보아 폐수와 이타이이타이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박진아 역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 원인물질의 증명으로 법적 ( , 2015).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4. 12. 30. (2015. 

시행 에서는 환경오염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12. 31. ) ·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는 무과실책임규정 제 조 제 항 과 함께 이러한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 6 1 ) ,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의 추

정규정 제 조 제 항 및 상당한 개연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항( 9 1 ) ( 9 2 )

을 두고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이 배제된다 제 조 제 . , ( 9 3

항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판례의 태도가 어떻게 발전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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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집단적 유해물질 소송의 유형3. 

제조물 책임 소송 (4) 

  1) Daubert v. Merrel Dow Pharm, Inc.

  

원고는 임신 중 복용한 약 때문에 출생시 사지 기형이 생겼다고   Bendectin 

주장하며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 

일반적 용인이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 허용에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증거원칙을 

규정하면서 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Bendectin (Daubert v. 

Merrel Dow Pharmaceuticals, 1993).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피해 소송  2)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해서 감염 피해를 입은 원고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약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 

업무상 재해 소송 환경 소송 제조물 책임 소송

건강

상 

손해

석면 소송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카드뮴 폐수 소송

대기 오염 소송

Dauber v. Merrel Dow Pharm, Inc.

혈액제제 감염피해소송

고엽제 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 담배소송, , 

재산

상 

손해

아황산가스 

과수 피해 소송

농어 폐사 소송

공장 폐수 소송

자동차 급발진 사고 사송

비료 암모니아 농가 피해 소송

텔레비전 폭발로 인한 화재피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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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투여 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제제를 투여 받, 

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상, 

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여기서 바이러스에 오. 

염되었을만한 상당한 가능성은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한 증명이 없더라도 혈액, 

제제의 사용과 감염의 시간적 근접성 통계적 관련성 혈액제제의 제조공정, , , , 

해당 바이러스 감염의 의학적 특성 원료 혈액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방법의 , 

정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역학적 증명을 판결에 적용하

였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1.9.29. 2008 16776 )

고엽제 소송  3) 

고엽제 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를 말하며 미군  (defoliant)

이 베트남전 당시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가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 

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적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은 치사량이 , 

이며 청산가리의 만 배 비소의 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0.15g , 1 , 3000 . 

이 독소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 10~25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독성이 유전되어 세에게도 피해를 2

끼친다(Stellman JM, Stellman SD, 2005).

고엽제 사건의 원심은 역학적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피해자에게 당해   “

유해물질이 도달한 후 당해 질병이 발생한 사실로부터 개개 피해자의 질병이 

당해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그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판시하여 , ”

역학조사 결과를 단순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역학적 인과관계를 

토대로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심은 특정의 인자가 발. ① 

병의 일정기간 전에 작용 또는 존재한 것일 것 시간적 선후관계 그 인자( ), ② 

가 작용하는 정도가 현저할수록 질병의 발생률이 높을 것 용량반응관계(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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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자가 제거된 경우 그 질병의 발생률이 저하하거나 또는 그 인자를 가지

지 않는 집단에서 그 질병의 발생률이 극히 낮을 것 가역성 그 인자가 ( ), ④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모순 없이 설명될 것 생물학적 개(

연성 등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 인자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 ,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역학적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고 한다 원심은 . 

이들 네 가지 요건 중 앞 세 요건이 충족되면 통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

을 뿐이고 생물학적 개연성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통계적 연관성과 역학적 인과관계를 구별한다 이들 네 .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 인과관계가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원심은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반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 

전제로 하여 피해자들이 원인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일반적 인과관계가 인정되

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이성질병뿐 아니라 비특이성 질병이 발

생한 경우에도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 ( 2006. 

선고 나 일반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1. 26. 2002 32662). 

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인물질의 혼합률이 안정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 

혹은 사건 피해자들이 보유한 각 질병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명에 관한 불이익은 피고가 지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법리를 제시한다 판례에 따르면 역학적 상관  . 

관계나 이를 통계적으로 가공한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을 기준으로 한 법적 인과관계에는 곧바로 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집. 

단적 유해물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무리 높은 권위를 인정받은 통계자료를 

제시하여도 역학적 연구 성과를 인과성 근거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의 법적 인

과관계는 직접 인정될 수 없고 추가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 

은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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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 

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 ,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 .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부존재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비율적으로 ,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비율적 인과관계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으

로써 비율적 인과관계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선고 다2013. 7. 12. 2006

판결17546 ).

대법원은 역학적 인과성의 판단 과정에서 미국 국립과학원이 고엽제의 영향  

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여 염소성 여드름은 고엽제 성분 에 노TCDD( )

출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역학 연구에서 에 노출된 여부를 TCDD

확인하는 생체학적 지표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염소성 여드름이 를 TCDD

원인으로 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이성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 

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는 특이성 질환의 개념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에의 노출이 특정한 건강상 결과 를 초래하는지TCDD (specfic health outcome)

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미‘specific’ . 

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오인한 결과 염소성여드름이 특이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선구 인과관계의 증명 과( , 2015). 

정에서 역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특이성 질환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한 비판

이 가능하다.

고엽제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유해물질과 그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  

기 위하여 단계 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라는 2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

여야 한다고 최초로 표명한 판결에 해당한다 박태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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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  4)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아산병원이 중환자실의 급성호흡부전 주   2011. 4. 25. ‘

증상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 입원 증가 에 대해 질병관리 본부에 조사를 요청’

한 사안을 바탕으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가습기살균제 피해 연구의 흐름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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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본 발표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폐 손상 사이 오즈비가 

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가습기살균제의 사47.3 , 

용 자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하였다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동물실험 결과 차 발표를 통해 폐 손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보고된    1

인산염 옥시싹싹 제품의 주성분PHMG- ( , SKYBIO 1100, Polyhexamethyleneguanide 

과 세퓨 제품의 주성분phosphate) PGH( , Poly(oxyalkyleneGunidine Hydrochloride)

를 포함하는 개의 제품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였다 최종 동물실험 결과 발표6 . 

를 통해 와 의 성분을 함유한 제품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PHMG PGH

인하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판정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능성 높음 이상으로 판정된 피해자가 명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 기125 . 

존의 고엽제 사건과 달리 역학조사가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실시되어 역학 연

구 자체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 

균제사건은 그 피해형태와 규모에 비하여 소송으로 피해의 구제가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이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다른 소송상 난점. 

이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와 같은 일반화학제품에 의한 피해의 . 

경우 제조물에 의한 피해의 특성과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특성을 모두 가, 

지고 있다 이현욱( , 2015).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  , , 

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 호 일부개정 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 17102 , 2020. 03. 24. ) .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 , · , , 5

개의 질환에 한해서만 지원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후유, 

증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

에 해당하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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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경우에 해당

한다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 악화되고 . ·① ② ③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하면 ,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 , 

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판례 법리의 비평  (5) 

 

유해물질소송에서 역학 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입증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  

과 이에 대한 비평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산손해소송과 달리 건강손해소송에서는 인과관  , 

계 증명에 관한 법리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어왔다 재산손해소송 아황산가. (

스로 인한 과수원 피해 사건 공사장폐수로 인한 농어집단폐사 사건 공장폐, , 

수사건 에서 원고가 원인물질로 지목한 물질이 당해 피해의 원인물질인지는 )

다투어진 적이 거의 없다. 환경소송에서 발전해온 재산상 손해에서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는 기본적으로 배출요건 도달요건 그리고 손해발생요건이 증명되, 

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피고. 

는 피고가 배출한 물질에 원인물질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그 원인

물질이 들어있더라도 혼합 비율이 안정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

함으로써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반면에 건강피해소송에서는 문제된 물질

이 원인물질인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진다 유해물질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인. 

체가 당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질병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반적 인과관계

와 피해자가 당해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개별적 인과

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비로소 유해물질과 해당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있다 재산상 피해에 비하여 건강상 피해에서의 원인물질의 유해성 .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두 유형을 구별하여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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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법원은 역학적 인과관계는 어디까지나 통계적 결과일 뿐이고 따라  , 

서 역학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반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

으나 개별적 인과관계에는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요구하. 

는 추가 증명사항들은 원인물질과 발생손해 사이의 다른 원인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사실인데 그동안 발전해온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반증으로 증명해야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역학자들이 내린 인과성에 대한 판. 

단은 개인과 집단 동물과 인간 관찰 연구와 실험연구 실험실과 지역사회, , , , 

저개발국가와 선진국으로부터 형성된 연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역학 연구결. 

과를 통계학적 연관성으로만 축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강한 인과성을 가진 ·

역학적 근거마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별하고 법리상으로 달리 취급하는   , 

대법원의 입장은 의학 보건학 분야의 통념과 괴리된다 대법원은 비특이성 · . 

질환의 경우 역학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을 특이성에 따라 구별할 근거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

다 질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의학 보건학 분야의 통설인 다요인설에 따르면 . ·

어떤 하나의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복수의 요인이 복합, 

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도 감염을 일으키는 원. 

인 바이러스나 세균은 발병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법원이 제시. 

하는 특이성 질환 개념이 단일한 위험인자와 해당 질환 사이에 필요충분조건

이 성립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면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질병을 상정한 것이

다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판례가 경험칙에 부합하리라고 기대. 

할 수 없다 역학 연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 , 

따라 신뢰도 있게 수행되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의 증명에서 역학 연구결과를 

비중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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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론과 담배소송. Ⅴ  

 

담배소송의 개관1. 

환경소송에서는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건강상 손해를   

주장할 때 인과관계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는 법리가 발전하였다 다른 유형의 . 

소송에서 발전된 법리가 담배소송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는 담배소송의 구

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담배소송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 피. 

해에 대하여 담배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담배소송의 

이중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담배를 제조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폐암으로 .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담배소송은 기본적으로 ,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와 담배제조와 폐암 사이의 책임부담 문

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환 강현희( , , 2005). 

한국에서 제기된 첫 담배소송은 년 동안 담배를 피운 폐암 말기 환자와   36

가족 등 명이 년 월 일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 현 를 상대로 5 1999 9 6 ( KT&G)

제기한 사건이었다 같은 해 월 일 폐암 환자 명을 포함한 명이 국가. 12 13 6 31

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 

년 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승2002 8 (

계 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 , 

여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앙연구원에 보관 중인 내부 문서 건을 직접열람하259

게 하였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자체 연구와 해외의 담배 연구 문서 입수 등. 

을 통해서 담배의 위해성 발암성 의존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년 , , . 2005

월 조정은 불성립하였고 두 건의 담배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하였다 이후 원6 , . 

고 측은 항소하였고 년 월 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연2009 10 30 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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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였다 년 월 일 금연 공익 재단 설립안. 2010 6 15

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월 일 조정이 불성립하였다 항소심 재판부9 28 . 

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담배회사 상대 소송 추진을   2014 1 24

의결하였다 같은 해 월 일 개인 담배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 4 10

선고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필립모리스 코리아를 상대로 , KT&G, , BAT

한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555 . 

년 월 일 질병관리청은 흡연폐해 실험실을 개소하여 흡연과 인체의 2015 11 25

유해성 입증을 통한 소송 증거 연구를 시작하였고 소송 지원을 위해 년 , 2016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발족하였다 년 2 24 . 2018 9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 검토를 위해 재판을 중단하였고 년 7 2

만인 년 월 일 재판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년 월 2020 9 11 . 2020 11

일 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이다20 1 , .

국내외 판례의 역학 활용  2. 

  국내 개인 담배소송(1) 

심 법원은 원고들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1

모두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점 역학적 상관관계를 개별적 ,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들의 근무지 병력 흡연 경력 , , , 

등에 비추어보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와 원고들이 장기간 흡

연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폐암 발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2007. 1. 25. 99 104973 

판결).

항소심 법원은 흡연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소세포  

암이 발병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오랜 기간 동안의 흡연 경력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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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에게 발생, 

한 암의 종류와 흡연력 및 생활습관을 근거로 년 이상 흡연을 하였고 흡연30

과 관련이 깊은 소세포암이 발생한 원고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2011. 2. 15. 2007 18883 ).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표 담배소송 주요 쟁점별 심급 판단 비교4. 

심 서울중앙지방법원 과 1 ( )

상고심 대법원(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담배는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인가

제조물로 볼 수 없음 제조물로 볼 수 있음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개별적 인과관계는 불인정

역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개별적 인과관계도 일부 인정

담배의 의존성

니코틴 의존성은 인정되나

마약 등에 비해 약한 편,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니코틴 의존을 질환으로 인정하

더라도 흡연은 흡연자의 선택에 

의한 행위

담배제조사가

위해성을 알고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가

제조상 결함 인정하기 어려움 

불법을 저지르거나 숨겼다고 

보기 어려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거나 

고의적으로 정보은폐 거, 짓정보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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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일단 기술집약적 제품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

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자는 그 사고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 

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항변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따르더라도 어떤 사안이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조물이라는 사  

실을 밝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담배소송 심 재판부가 제조물책임에 따라 . 1

증명책임이 완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요건 중에서 특히 살펴보아야 할 요건이 

있다 폐암이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병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 

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

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서 피고들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도 어려우므로 위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 

판시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

법원 선고 다 판결2014. 4. 10. 2011 22092 ).

한편 담배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  “

어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

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 , 

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

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볼 때 공해, 

소송에서 적용하는 개연성이론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와 

달리 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고 하여 환경소송에서의 증명책.”

임 완화 법리 적용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2011.2.15. 2007 1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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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aubert v. Merrel Dow Pharmaceuticals, Inc.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버트 사건에서 일반적 용인이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   

허용에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증거원칙을 규정하면서 과 질병의 Bendectin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Daubert v. Merrel Dow Pharmaceuticals, 1993). 

도버트 사건 이후 역학적 연구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이는 데 몇 이상의 

상대위험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미국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판례가 집적된 결과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위원회를 . 

구성하여 과학적 증거 참조 편람“ (Reference Manual on Scientific 

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르면 상대위험도가 보다 크면 사실적 Evidence)” , 2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고 상대위험도가 이하이면 , 2 

사실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본다 영미법에서는 공식적인 . 

지위에 있는 다수설에 해당한다(Carruth RS, Goldstein BD, 2001). 

  상대위험도가 이라면 비노출군의 발생률과 노출군의 발생률이 같다는 것이1

므로 해당 요인이 질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않으며 질병발생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상대위험도가 보다 큰 경우는 해당 요인에 노출되면 위. 1

험요인 노출과 질병 사이에 양의 연관성이 있으며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위험도가 보다는 크고 보다는 작은 경우 해. 1 2 , 

당 요인과 질병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위 상대위. , 

험도 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인과적으로 RR > 2

유관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비판받는다. 

  (3) Boerner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이 소송은 폐암은 용량 반응 기준이 적용되는 질병이며 의 폐암도   - , Boe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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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 

질병은 담배 연기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에 의해 유전적 돌연변이가 

연속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며 그 돌연변이의 규모 및 비율은 발암 물질의 , 

누적 용량과 농도와 관련이 있다 발암물질의 누적 농도는 담배 연기의 농도. , 

담배 흡입제와 담배 연기의 화학적 성질과 같은 전달 요소들 담배 흡연량에 , 

따라 관련이 있다고 판결하여 흡연과 폐암과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 

인정하였다(Boerner v. Brown & Williamson tobacco, 2000). 

  (4) Richard Boeken v. Philip Morris, Inc

 

  이 사건에서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 역학자 돌 의  전문가  증언을  (Doll R)

통하여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역학적  인과관계가  법적  인과관계로  인정

받았다 이후에도 미국 주 연(Richard Boeken v. Philip Morris, Inc, 2005). ·

방정부 또는 개인이 원고가 된 일련의 소송사건들에서 많은 경우 역학적 인과

관계는 법적 인과관계로 인정되었다. 미국 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유해물질

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법리가 발달하였다(toxic torts law) .

  (5) Engle v. Liggett Group, Inc. 

  

  역학적 연구 결과를 포함한 담배회사 문서들을 근거로 하여 담배의 

일반적인 인과성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언급한 사건이다 흡연은 . 

동맥류 방광암 뇌혈관질환 자궁경부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 , , , 

관상동맥질환 식도암 신장암 후두암 폐암 선암종 대세포 암 소세포암, , , , ( , , , 

편평상피세포암 임신 합병증 구강암 설암 췌장암 말초 혈관질환), , , , , , 

인두암 위암 등을 발생시킨다며 구체적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Engle 

v. Liggett Group In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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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퀘백주 집단 소송 (6) v. JTI-Macdonald Corp.(JTM), Imperial 

Tobacco Canada Ltd.(ITL), Rothmans, Benson & Hedges Inc.(RBH) 

 

년 월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   2005 9

사용한 의료비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헌 

판결하였다 이는 대위책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담배회사로 인해 초래된 . , 

의료비용을 지출한 정부 자신의 권리로서 담배회사에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 개인의 특성 및 개인별 질병에 대한 증명이 . 

필요 없으며 인구기초 통계 사회 역학적 연구결과를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 , , 

있게 하였다 담배회사들은 담배 소비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 

책임을 부담한다 웹사이트(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 ).

  Quebec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 & Jean-Yves Blais v. 

담배회사 소송의 경우 법원은 역학적 증거가 흡연과 관련된 (JTM, ITL, RBH) , 

질병의 개인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충분하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역학적 . 

증거는 통계적 정보가 유일한 기준일 때 인과관계가 허용되는 건강 비용 회복 

행동 와 담배 관련 손상 조항 를 12(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12) 15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Quebec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 v. JTM, ITL, RBH).

담배회사 소송 판결문에서는   Cecilia Letourneau v. (JTM, ITL, RBH)

인과성을 별도의 한 부분으로 할애하여 자세하게 다루었다 법원은 인과성을 . 

밝히기 위해서 던진 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들의 도의상의 . , 

손해 는 개인 고유의 질병이 원인인가 아니면 담배 의존에 (moral damages)

의한 것인가 둘째 원고의 질병이나 담배 의존은 피고 담배회사 제품에 의한 ? , 

것인가 셋째 담배회사의 결함이 원고의 흡연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원인이 ? , 

되었는가 이에 대해 법원은 질병을 앓고 있는 원고가 가진 일반적인 편견의 ? 

정도와 원고 측 증거의 본질은 담배회사 의견이나 원고의 질병 종류에 따라 

인과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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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적 인과관계론의 적용 3.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힐의 인과성 규명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시간적 선후관계 과거 흡연력1) ( ), 2) 연관성의 강도 하루 한 갑 (

이상을 피우는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배 이상 폐암 발생위험이 높았음20 ), 

연관성의 일관성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연구자가 다른 방법으로 시행한 3) (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임), 4) 

양 반응의 관계 흡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암 발생위험도 높아짐 실험을 - ( ), 5) 

통한 증명 담배 속 타르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가능한 모든 노출 경로를 (

통한 발암 입증 기준을 충족한다 흡연과 관련해서는 년 이래로 개 ) . 1985 100

이상의 환자 대조군 연구와 개의 코호트 연구가 있었다- 37 (Sasco AJ, Secretan 

MB, Straif K,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년 월 기준으로 전국민의 진료 건강검진 자격  2012 6 , , , 

재산 소득자료 등으로 전국민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위 구축, . 

된 빅데이터를 통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박사팀은 년부터 2001 2002

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만 명을 대상으로 년까지 년 간 추적 관찰770 2011 10

연구를 시행하였고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개의 질환의 진료, , , 30

비로 년 기준 연간 조 천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2011 1 6 .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 연구팀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

졌다 년에서 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만 명에 대하여 년간 추적 . 1992 1995 130 19

연구한 결과 한국인 암 예방연구 자료를 통해 추정된 흡연관련 질환의 상대,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사용하여 년 기준 흡연에 의한 보험진료비를 추정2012

한 결과 조 억 원이었다 지선하 외1 8,466 ( , 2014). 

흡연 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결과도 있다 년에서 년 사이 건강검진  . 1992 1995

을 받은 자 중 흡연여부에 응답한 만 명과 년에서 년 사이 전국 119 1994 2004

개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진 받은 만 명 등 만 명의 자료를 통계청의 사14 29 148

망 자료와 연계하여 년간의 흡연과 사망의 관계를 추적 연구하였다 흡연이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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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인한 사망에 기여한 위험은 에 달하였다 폐암에 대한 흡연의 상73% . 

대위험도 는 남성에서는 여성에서는 로 측정되었다(RR) 4.6, 2.5 (Jee SH et al, 

2004;Jung KJ, Jeon C, Jee SH, 2016).

초과위험비 내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기여분율이 중요한 것은 담  

배소송에서 유의미한 인과성 측정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 발. 

생에 대한 특정 요인의 인과적 기여도는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기여분율로 나

타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으려는 자. 

들은 흡연력을 지닌 폐암 환자들이므로 노출군에서의 기여분율이 인과적 기, 

여도의 지표로서 적절하다. 담배소송 대상 암 종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 

배 편평상피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배였다21.7 , 11.7 (Yun YH et al,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는 후두암 상대위험도가 배였다2005). 5.4 (Jee SH et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그리고 후두암에 대한 흡연의 al, 2004). , , 

상대위험도 배 배 배를 이용하여 계산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21.7 , 11.7 , 5.4  

기여분율은 각각 그리고 이다 이상의 결과는 그 동안 폐95.4%, 91.5%, 81.5% . 

암을 세포조직학적 분류로 나누지 않고 전체 폐암으로 연구 보고된 흡연의 · , 

상대위험도와 기여분율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대한예방의학회 한국( ·

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 2015). 

질병 발생의 원인을 개인 수준에서 다투는 경우 인구집단 자료에서 나타난   

기여분율을 인과확률 추정에 활용하면 역학적 (probability of causation, PC) 

인과관계는 인과확률의 개념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인과 확률은 기여분율과 . 

같거나 그보다 크다 역학사전에 따르면 특정 개인에 대해 (Broadbent, 2020). , 

노출 요인이 질병 발생에 역할을 하였을 확률(for a given case, the 

을 인과확probability that exposure played a role in disease occurrence)

률이라 한다 인과확률은 무작위로 뽑힌 특정 개인의 (Porta MS et al., 2014). 

질병이 특정 폭로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 즉 개인 수준에서의 확률을 다루, 

므로 법적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강영호,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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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의 대상군인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후두  , , 

암 그리고 흡연력이 갑년 이상이고 흡연기간이 년 이상인 환자의 경우, 20 30 , 

기존 국내 연구를 토대로 할 때 기여분율이 이상이다 따라서 흡연과 80%-90% . 

폐암의 인과성이 인정되고 개별 환자가 위의 조건을 가진 폐암 환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것으로 본다면 해당 개별 환자에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일 인, 

과확률은 최소한 이거나 그 이상이 된다80%-90%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 ·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 2015). 인과확률은 개별 사건에서 노출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소송에서 역학적 연구 결과는 물질이나 원인 요인의 노출이 해로운 영향을   

가져왔는지 여부를 논하거나 규명하는 데 제공된다 역학적 증거는 인구집단. 

에서 질병 발생을 위한 증가된 위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식별하고 원인과 , 

질병과의 확률 질병을 중하게 만드는 물질 노출의 정도 물질에 노출된 후 , , 

질병이 발생 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제공한다 역학적 증거(Broadbent, 2011). 

는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

한 증거가 되고 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Richard Boeken v. Philip Morris, Inc  사건에서는 저명한 역학자

의 전문가  증언을  통하여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역학적  인과관계가  법적  

인과관계로  인정받았다. 사건에서는 흡연과 질Engle v. Liggett Group Inc. 

병 발생 사이 인과성에 대한 적절한 역학 연구결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흡연, 

은 동맥류 방광암 뇌혈관질환 자궁경부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관상동맥, , , , , 

질환 식도암 신장암 후두암 폐암 선암종 대세포 암 소세포암 편평상피, , , , ( , , , 

세포암 임신 합병증 구강암 설암 췌장암 말초 혈관질환 인두암 위암 ), , , , , , , 

등을 발생시킨다며 구체적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일련의 담배소송에. 

서 원고는 개별적 인과관계의 정황적인 증거로서 역학적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Dore,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이유는 기계적 결  

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소송이나 의료과오 소송과 같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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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와 달리 즉각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사안

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배소송을 비롯한 유해물질소송의 경우 독성물질이나 . , 

암 유발물질의 노출이 장시간 지속된 이후 질병이 비로소 발생하므로 가습기

살균제피해 소송에서 원고가 피해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해물질의 노출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 

경우 유해물질과 질병 발생의 인과사슬이 약해진다는 비판에도 직면한다 유. 

해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질병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예상되는 증. 

거들은 보통 복잡하고 과학적 증거를 수반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 

법학과 역학은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하여 각각 사용하는 개념 논리 구조  , , 

분석 방법 등이 확연하게 다른 두 학문이다 법률적 인과관계는 현실에서 가. 

해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지 정하는 책임귀속의 개

념이다 증명책임에 관한 통설 판례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 ·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은 모두 피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 

리고 그 증명 정도는 원칙적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즉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정의 사실이 특정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는 관계를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담배를 구성하는 성분은 다양하며 개개의 성분은 복잡한 . 

화학물질로서 일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가 어려운 반면에 담배회사

는 그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또한 원고 측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 

과관계의 자연과학적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원고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

상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건강상 손해의 경우 질병과 원인물질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무조건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는 수긍할 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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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별하. 

는 논리가 근거 없다는 점 역학적 연구의 성과는 소송분야에서도 신뢰할만한 , 

연구결과라는 점 그리고 환경소송과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적 유해물질, 

소송의 한 예로서 담배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증명책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생각해보면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상 피해가 발. 

생한 경우에 지금처럼 재산상의 피해와 구별되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할 이유

도 없다 건강상 손해의 경우에도 역학적 인과관계를 통한 위해성의 입증이 . 

강조될 뿐 재산상 손해의 경우와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요건이 달라져야하는 ,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개연성설에 따르면 환경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완화 .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로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될 

것이고 건강상 손해의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인, 

물질의 유해성과 가해자의 원인물질 배출사실 피해자의 원인물질에의 노출 , 

그리고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각 증명하면 흡연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

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다. 

표 역학적 인과관계론과 담배소송5. 

원인물질의 위해성
가해자

배출

피해자

노출

손해

발생

추가적 

개연성

원고의

주장 증명·

역학적 인과관계

- 초과위험비와 인과확률 제시
O O O

높은 

근거수준

피고의

간접반증

배출 물질에 원인물질 불포함 사실 혼합율이 안정 농도 범위 내 사실, , 

손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노출 정도 및 발병 , 

시기 이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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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의 인과성 추론 방식에 따라 높은 근거수준으로 정립한 흡연과 폐암 사  

이의 인과성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

해의 크기와 그것이 발생할 개연성을 원고는 증명할 수 있다 피고로서는 원. 

고가 원인물질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 , 

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 다른 간접사실을 , , , 

증명 간접반증 하거나 원고가( ) 행한 간접사실의 증명을 동요 반증 시켜야 할  ( )

것이다.

담배소송에 구체적으로 대입해보면 담배가 폐암 발생의 원인물질이며 흡연  , 

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강한 연관성이 밝혀진 다수의 역학 

연구결과에 의해서 밝힐 수 있다 초과위험비 내지 노출군에서의 기여분율. , 

인과확률을 제시하여 담배의 유해성을 원고가 주장·증명하고 피고 담배제조, 

회사가 담배를 생산 및 판매한 사실 피해자 원고가 담배에 장시간 노출된 사, 

실 폐암이 발병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실을 통해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다 피고는 담배가 발암물질을 . 

포함하지 않는 사실 혼합률이 안정 농도 범위 내인 사실 원고의 폐암이 전, , 

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들어 반증하거나 흡연 시작과 

지속 시기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이유로 들어 간접반증할 , ,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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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Ⅵ  

 

역학은 집단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데 반하여 법정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역학은 기본적으로 인구집단의 특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개별적 인. 

과관계를 곧바로 도출할 수 없다 하지만 인구집단은 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 

것이고 개인에 대해 내려진 어떤 결론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그 개인을 구, 

성원으로 하는 특정 인구집단의 특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영국의 의사 스노우. 

는 콜레라 발생의 전파 양식에 대하여(J. Snow) ‘ (On the Mode of Communication 

라는 제목의 저서를 발표하였다 스노우는 런던에 콜레라 of Cholera, 1855)’ . 

유행하였을 때 환자들의 거주지역별 점 지도를 작성하여 콜레라가 오염된 물

로 전파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템스 강의 하류에서 취수한 수도회사의 물을 , 

마시는 브로드가 지역주민의 사망률이 높음이 찾아내어 지역 (Broad Street) 

내 공동우물 의 오염된 물이 콜레라를 전파한 것이라는 가설을 입(water pump)

증하였다 이후 오염된 물의 사용을 중단시켜 콜레라의 유행이 종식되었고. , 

스노우의 연구방법은 이후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발전사에 큰 획을 그었

다 콜레라에 대한 역학 조사는 의학이 인구집단의 단위로 과학적인 접근을 . 

할 수 있게 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과학자들은 어떤 특정 유해물질의 위험에 대해여 일반인이 수긍할 만큼 확  

실한 표현을 하지 않으며 법정에서의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하기도 한다, .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역학뿐만 아니라 과학 전반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

신이 존재한다 불완전한 과학 지식체계 안에서 역학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 

상관관계이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인. . 

과관계라고 평가되려면 역학자들이 상정한 인과성 기준을 넘을 만큼 연관성의 

강도가 크고 일관성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과성 추론을 위한 역학 연구의 설. 

계와 방법의 제한점을 이해하고 다른 인접학문의 과학적 지식과 정합성을 이, 



- 76 -

루는지 판단해야 한다.   

리스크가 위해의 중대성과 개연성의 결합을 의미한다면 모든 리스크는   , 

확률적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본질이다 과학적 . 

불확실성을 입증책임의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리스크 문제에 대한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불확실성을 야기한 측이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 

더 부담하는 것이 손해공평부담의 원리와 형평성을 고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원고의 

증명곤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역학적 증거에 의한 

법적 인과관계의 증명은 역학적 인과성의 추론 법적 인과관계의 증명의 , 

단계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2 .

구체적으로는 환경소송을 통해 발전한 증명완화법리와   신개연성설 중 역학

적 인과관계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담배소송의 사안에서 어떠한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경험칙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기존 판례이론이 가진 문제

를 해결해 보려 하였다 경험법칙은 법학에서 삼단논법의 대전제로 기능한다. . 

본 논문에서 다룬 경험법칙은 전문적 학리적 지식에 속한다 담배소송에서 · . 

원고는 잘 수행된 비교임상연구 및 체계적 고찰로 얻은 양질의 역학 연구결과

를 개연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흡연과 폐암에 관한 연구만큼 인과성 추론에 성공한 예는 없다. 년 돌1950

과 힐 이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첫 환자 대조군 연구결과(Doll & Hill) -

를 발표하였고 이어 영국의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연구가 진행되었다 흡연, . 

과 관련해서는 년 이래로 개 이상의 환자 대조군 연구와 개의 코호1985 100 - 37

트 연구가 있다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 ·

원회는 년 월 일 흡연이 폐암 위험을 배 높인다 소세포 폐암 발생2015 5 13 21.7 (

의 상대위험도는 배 이상 편펑상피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7 , 11.7

배 후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배 이를 이용하여 , 5.4 , 계산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분율은 각각 그리고 95.4%, 91.5%, 81.5% 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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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 역학 연구결과도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역학자들은 어떤 질환자가 노출된 요인이 

특정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확률을 인과확률이라고 규정하는데 인과확률, 

은 기여분율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 정합성 있는 역학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소송에서 원고는 초과위험비 또는 흡연 노출군에서의 폐암발병 기여분율

을 제시함으로서 원인물질의 유해성을 증명할 수 있다.

신개연성을 구체화하는 역학적 인과관계론은 가해자 측에 간접반증 책임을   

과하는 모습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경험칙이 작용하는 영역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명의 범위는 .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이 , 

이론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삼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목·

적에도 부합한다 담배소송의 피고는 담배에 니코틴 타르 등 발암물질 불포. , 

함 사실 혼합율이 안정 농도 범위 내인 사실 원고의 폐암이 전적으로 다른 , ,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들어 반증하거나 흡연 시작과 지속 시기 폐, 

암 발병 이전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이유로 들어 간접반증, ,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접흡연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 액상형 담배 전자담배   , · , , 

사용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지 못하였다 담배회사들이 기존 궐련형 담배 생산. 

을 줄이고 전자담배 위주로 주력 상품을 교체하고 담배시장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이는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험급여 지출 쟁점에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을 법

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 

펴본 캐나다 담배소송 사례에서 보았듯이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 사용한 의

료비 반환청구를 대위책임이 아닌 정부 자신의 권리로서 담배회사에 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 시도가 가능하다 향후 보건당국의 정책결. 

정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와 해외입법례를 살펴보는 비교사법 연구를 통한 제



- 78 -

도적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힐은 인적 변이 때문에 통계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는  (human variability) 

볼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런 변이는 본질적이며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 

한다고 말했다. 역학적 인과관계가 법적 인과관계 증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은 역학 연구결과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역학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가 법정에서 쓰일 것을 염두하고 연구. 

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학이 어떤 질병의 원인 찾기를 본연의 목표로 . 

한다면 역학 연구팀들은 법원에서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만들 수 있다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로서 강한 인과적 추론에 도달한 역학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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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tions Explained by Epidemiological Evidence and 
Burden of Proof in Tobacco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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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Law and Ethics Major
Department of Glob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l-Hak Lee, M.D., Ph.D.)

  Epidemiology and jurisprudence are two disciplines with markedly 
different concepts, logical structures, and analytical methods used to 
determine causations. For causal inference in Epidemiology, at first, 
the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a risk factor and a disease is 
evaluated by comparing the disease incidence between the group 
exposed to the risk factor and the group not exposed to the risk 
factor, and then the presence or absence of bias and control of 
confounding variables are assessed. If it meets certain criteria, 
causality in Epidemiology is inferred from the statistical association. In 
order for an association to be evaluated as a causation, it is 
important that the association is strong and consistent enough to 
exceed the causality criteria provided by experts in Epidemiology. Few 
examples have been as successful in making causal inferences as 
studies in smoking and lung cancer. Similar to oversea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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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results of domestic epidemiological studies also reveal that 
there is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smoking and lung cancer that is 
strong enough to recognize an epidemiological causation.
  Legal causation is a concept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hat 
determines who will be compensated for the harm caused in reality. 
Epidemiological evidence is important and sometimes the only piece of 
evidence that can be used to prove the torts claim. The party that 
caused uncertainty is to bear the burden of proof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r distribution of damages. This thesis examines the 
theory of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developed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by classifying numerous collective toxic torts cases and 
aims to seek that the theory is also applicable to tobacco lawsuits.
  The epidemiological causation theory is one of the new probability 
theories that can complement legal requirements in Evidence law. It 
incorporates epidemiological expertise into the realm of empirical rules 
and uses it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a legal causation. The 
plaintiff in the tobacco lawsuits can prove the harmfulness of smoking 
with considerable probability by submitting the excess risk ratio or 
attributable fraction of the smoking-exposed group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to the court. The defendant must prove other indirect causes 
or perturb the proof presented by the plaintiff. Well conducted 
comparative clinical studies and systematic reviews guarantee a high 
level of evidence and it shows additional plausibility that can justify 
the plaintiff’s arguments.
-----------------------------------------------------------------------

Key words: Epidemiology, causation, scientific evidence, burden of 
proof, tobacco laws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