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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Samsung Ombudsperson Commission was launched as an independent third-party institution following an agreement among Samsung Electronics,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Banolim in Korean, an independent NGO), and the Family Compensation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y accident prevention measure required by
the settlement committee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employees who allegedly died from leukemia and other diseases as a result
of working at Samsung’s semiconductor production facilities.
Methods: The Commission has carried out a comprehensive range of activities to review and evaluate the status of the company’s occupational accident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sk management within its facilities.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view, termed a comprehensive diagnosis, the Commission presented action plans for improvement to strengthen the company’s existing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to effectively address uncertain risks in this
area going forward.
Conclusions: The Commission will monitor the execution of the suggested tasks and provide advice and guidance to ensure that
Samsung’s semiconductor and liquid crystal display production lines are 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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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근무하였던 故황유미가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
다. 유사한 질병을 가졌던 근로자 및 유가족들과 시민사회활
동가들이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원회를 설립
하였다 (2008년 2월 명칭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
이[반올림]’로 변경함). 이후 故황유미의 부친을 비롯한 유가
족들과 근로자들이 백혈병 등 희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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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요양급여 및 유족급
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업
무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재신청을 불승인하자 2010년에 법원에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부 사
례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 (Appendix 1). 이런 과정
에서 국내 3개 반도체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2009
년에 자율적으로 산업보건 위험성평가를 받았다[2]. 산업안
전보건연구원은 통계적으로 미흡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전
국 6개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역학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3]. 2019년 5월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
자들의 조혈기계 질환 위험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이
러한 위험증가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4].
2013년부터는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의 근로자측
및 삼성전자 사이에 백혈병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 말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조
정위원회(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사과, 보상, 재해예방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조정권고
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삼성전자, 반올림, 가대위 3자 간 조정합의가 성립되었고, 이
합의에 따라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삼성옴부즈만
위원회’가 설립되었다[5] (Appendix 2).
이 글에서는 삼성옴부즈만위원회의 설립 배경 및 근거를 조
정합의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간 수행한 종합진단 활동
및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한다.

연구 방법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중 재해
예방대책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 반올림, 가대위 3자 간 조정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출범하였기 때문에 설립근거 및 활동
방향은 조정합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의 설립근거가 되는 조정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삼성전자가 마련하여야 할 재해예방대책의 기본원칙
(조정합의조항 제1조)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건강하고 안
전한 사업장 내부체계의 완성’을 기본목표로 하여 사업장 내
부 조직문화의 개선책을 찾아내며 독립성을 갖춘 공익적 성
격의 외부기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에 필요
한 구체적 개선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조정합의서는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을 강화하
도록 하며, 이에 대해 외부의 독립기구인 삼성옴부즈만위원
회가 확인 ·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
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故임현술 교수
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욱 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출
범하였다. 2018년 故임현술 교수가 갑자기 타계함에 따라 동
년 8월부터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강성규 교수가 위원직을 승
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 활동은 종
합진단과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활동이다. 삼성옴부즈만
위원회의 종합진단은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비롯하여 사업장 내 산업보건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
보를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요청이나 현장 조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
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활동이다(조정합의조항 제3조 제3항
가목).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할 종합진단 내용은 (1) 작
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화학물질관
리 평가 및 개선방안, 작업환경 평가 및 개선방안, 직무노출매
트릭스 구축 등), (2)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전 · 현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역학조사, 직업병 의
심 사례군에 대한 심층조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
터뷰), (3) 종합건강관리체계(보건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 점
검 및 개선방안 등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대책이었다. 이
외에도 (4)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활동(화학물질 관련
산업보건 안전기준에 관한 학술 · 정책 연구, 해외사례 조사, 연
구보고서 발간 및 홍보 사업 등), (5)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
밀 및 정보공개에 대한 검토 및 권고(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제 · 개정 및 그
시행을 위한 제반활동)를 통해 삼성전자가 필요한 사항을 실
행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의 이행점검활동은 종합진단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개선안이 권고안대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존속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료 요청이나 현
장 조사를 통해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정을 권고하
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점검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
이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 및 두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종합진단 실무를 수행할 종합진단팀(전문위원)
을 2개 분과로 구분하여 총 5개팀을 설치하였다. 제1분과는
3개 팀으로 구성하였고 물리화학물질팀, 건강영향조사팀, 건
강체계강화팀에 8명의 전문위원을 선임하였다. 제2분과는 두
개 팀으로 구성하였고 조사연구팀과 규정팀에 2명의 전문위
원을 선임하였다. 종합진단은 전문위원별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였고 옴부즈만 위원이 총괄하였다. 2016년 6월과 9월에
삼성옴부즈만위원회 및 종합진단팀은 팀별로 수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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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총 41명의 연구원으로 종합진단팀을
구성하였다. 2016년 11월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와 종합진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삼성 반도체(기
흥, 화성, 온양) 및 LCD 아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실
시하였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종합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
여 2018년 4월 25일에 국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종합진단 결과
를 발표하였다[6]. 조정당사자들에게는 별도로 종합진단 결
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보완하여 확정한 후
2018년 8월에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연구 결과
종합진단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리 · 화학적인자 및 방사선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체 작업
환경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별 유해인자 불검출률은 각각 기흥/화성 79.9%, 온
양 71.6%, 아산 73.0%였고,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정 노출기준
의 10%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웨이퍼 제조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중 벌크시료 54개를 대상으로 물리화학
물질팀이 영업비밀물질(케미컬 제조사) 함유 여부, 사용량, 독
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선정한 주요 화학물질 25종을 직
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벤젠, 에틸렌글리콜에테르류 등 16종
은 모두 불검출되었고, 톨루엔, 오르쏘-크레졸 등 9종 물질은
검출되었으나 극미량 수준의 농도이므로 현재로서는 장기간
노출된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수
준은 아니었다. 예방정비(PM) 작업자에 대해서는 노출평가
를 실시하였는데, 화학물질은 대부분 불검출되었고, 검출된
물질도 작업환경 노출기준의 10% 미만이었다. 전자파 노출 수
준 평가 결과 노출기준 대비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
이었다. 방사선 설비관리 실태와 작업자 피폭 가능성을 분석
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방사선 설비 주변 작업자의 기
대피폭선량은 평균 0.2 mSv/y (일반인 연간 피폭 선량인 1 mSv)
이었다 [7].
반도체 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암 등 주요 질병 발생과 업무
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
하였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가용한 자원
내에서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등의 질병
과 반도체 산업 작업환경 사이에 직업적 연관성에 대해 결론
을 내릴 수 없었다. 반도체 전 ·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과거 반도체 공정에서 현재
와 다른 화학물질, 소음, 냄새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었으나, 이미 폐쇄된 공정의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은 없었다. 다만 현재는 많은 공정이 자동화되어 작업자들
이 화학물질이나 작업조건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다. 벤젠, 비
소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체지표 노출평가 결과에서 현
재 근로자의 노출 수준은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 [7]. 그러므
로 향후 현재 환경의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삼성
전자는 조정합의서에 따라 내부 보건관리 조직을 갖추었으며
산업재해 의심 질환 발생 시 ‘건강지킴이센터’를 통해 직업환
경의학 전문의 상담, 산재신청과정 안내, 보상대상질환에 대
한 안내데스크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미래 전략에 대하여 연구한 결
과, 삼성전자는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사전예방적 미
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
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건강 · 안전 · 환경 문
제에 대해 사내 · 외 이해관계자와 위험소통 능력을 강화하여
기업신뢰도를 높이도록 건강 · 안전 · 환경 위해소통 전담팀의
설치와 운영을 제안하였다[7].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및 안전보건자료 보관에 대
하여 연구한 결과, 반도체 및 LCD 사업장은 불가피하게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므로 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
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
물질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
였다. 반도체 및 LCD 관련 제반 기술은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도 없지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을 필요한 부분
에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7].

고 찰
삼성옴부즈만위원회에서 수행한 종합진단 결과에서 삼성
전자 반도체 및 LCD 생산라인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희귀
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러나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
래의 보건관리 영역의 불확실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작업환경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유지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을 제거하고, 직무노출매트릭스와 코호
트 구축 및 유지관리를 통해 근로자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에 대해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여 발표하고, 기존 건강증
진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켜 생활습관성 질환자를 관리하고
건강자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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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주요 개선권고과제 목록
구분

분류

물리화학 물질팀 작업환경측정

세부내용
예방정비 작업시 노출평가 지속 등

작업환경관리

클린룸 재순환 공기질 주기적 평가 등

화학물질관리

중대유해물질 성분분석 확대 등

시스템 개발

직무노출매트릭스 구축 등

교육, 홍보, 소통

화학물질 MSDS 교육 지속 등

협력社 지원

사외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지원 강화

건강영향 조사팀 코호트 구축

반도체 및 LCD근로자 전향적 코호트 구
축등

생물학적 노출 평가 생물학적 노출평가 실시
건강체계 강화팀 건강증진프로그램

조사 연구팀

규정팀

만성질환 유소견자 맞춤형 건강증진 프
로그램 도입 등

건강관리체계

건강증진활동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시스템 개발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등

교육, 홍보, 소통

건강증진활동 부서 간 업무소통 강화 등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 불확실성 위험의 정량적 평가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HSE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 홍보, 소통

건강, 안전, 환경 위해소통 전담팀 설치

정보공개

사용 화학물질 리스트 공개 등

교육, 홍보, 소통

MSDS확인 가능 전산장비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자료 보존 서류 및 기간 연장

확실한 위험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도
입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와 위험소통활동을 강화하고, 화
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출된 주요 개선권고과제의
목록은 Table 1과 같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이행점검활동을 통해 위의 개선 권
고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어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사업장
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조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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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urt rulings on the 2010 lawsuit
Five representatives of the bereaved family members and employees filed a lawsuit requesting that the previous denial of compensation for loss and funeral
expenses be overturned. Two of the five plaintiffs won at the first trial (Seoul Administrative Court Order 2010Guhap1149 Dated June 23, 2011) as well as at the
upper court (Seoul High Court Order 2011Nu23995 Dated August 21, 2014).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did not take the case to a third
trial, while the remaining three plaintiffs lost at the Supreme Court trial (Supreme Court Order 2014Du12185 Dated August 30, 2016).
The Supreme Court Order is available at the following link:
http://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4003

Appendix 2. Final settlement agreement regarding compensation and apologies
On November 1, 2018, Samsung Electronics and SHARPs agreed on issues regarding compensation, apologies, prevention of recurrence, and social contributions
through a settlement reached under a mediation committee. Samsung Electronics officially apologized as part of the agreement to implement the settlement
on November 23, 2018. Compensation will be supervised by an independent committee and Samsung agreed to contribute ₩50 billion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and related social activities (Settlement agreement by the mediation committee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eukemia and other
diseases at Samsung electronics semiconductor facilities, November 1,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