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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05.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
측과실

판결요지

사건번호

[사고발생경위] 항해사가 특수 건강진단을 받고 채용되어 2등 항해사
로 근무하던 중, 2등 항해사로서 통상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추가적
인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다 만성적인 수면부족과 업무상 스트레스
에 시달렸다. 그러다 채용된 후 3개월 후에 진단을 받은 결과 본태성
고혈압과 시력저하가 나타났고, 이를 선장에게 알렸으나 선장은 특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박에 승무하게 하였으며, 항해 도중 건
강상태에 대해 계속 불안해 하자 선장은 중간 기착항에서 귀국하게
하였다. 결국, 시력의 저하가 고정되어 선원의 건강상태 상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사용자측 과실] 적절한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분배하고 상태를 면밀

45%

히 살펴 적정한 정도의 업무를 부여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상병이 발

서울고법
2003나84806

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병의 정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기질적 소인 및 건강 상태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피며, 이
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들에게 즉시 알려 상태가 악화되지 않
도록 휴양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
니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입사한 이후 과중한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그로 인
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하였는데, 출장수리를 마치고 사무
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뇌출혈 증상이 발생함.
[사용자측 과실] 건강보호를 위하여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업
무와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을 통하여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

20%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를 하게 한 과실

광주고법
2002나2972

[피해자측 과실] 엄무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자동차부품연구부 변속기팀 연구원이 16년 동안 주로
부품세척작업을 하였는데, 세척에 사용한 유기용제에는 벤젠 등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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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다가 백혈병의
전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려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사용자측 과실] 환풍기도 없는 작업환경에서 자동세척기 없이 수작
업으로 세척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마스크 등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함과 아울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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