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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인의 71.3% 가정 불화 겪어 

-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가족화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산재 이후 죽음까지도 생각 했었다. 경제 활동을 못해서 아내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그런데 가족화합 프로그램 참여와 전통 혼례식을 통해

아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 역시 가족과 함께 미래를 새롭게 구

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전○○ 씨, 경남 창원시 거주)

□ 산재 근로자 전○○ 씨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에서

제공하는 산재 근로자 가족화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소감과 고마움을 전하는 문자를 보내 왔다.

□ 공단은 요양 중인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인천산재병원 등 10개

산재병원에서 부부 갈등 이해, 웃음 치료, 전통 혼례식 등 산재

근로자 가족화합 지원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공단은 희망찾기 프로그램 등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환자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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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이후의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 외에도 가정불화가 산재 

환자가 겪는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재활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 산재 근로자의 71.3%(총 표본 164명 중 ‘산재 후 가족과의 갈등 여부’에

대해 ‘아주 많다’ 32.3%, ‘조금 많다’ 39.0%로 응답)가 산업 재해 후

가족과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산재 장해인의

사회 심리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종균 저, 2008)

□ 이에 따라 공단은 산재 환자의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화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

○ 가족화합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단 창원산재병원은 지난 달

16일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의 집’에서 산재 환자 전통혼례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날 참석한 9쌍의 부부는 “전통 혼례식을 통해

배우자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 공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산재 근로자 가족화합 지원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올해는 124가족, 24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신영철 이사장은“가족화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 근로자 

가족이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 “공단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재 근로자가 건강

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정택우 과장(☎ 02-2670-0260, 

010-5295-4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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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가족화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1. 프로그램 운영 목적

❍ 요양과정에서 산재환자와 가족(배우자 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 가족 간 화합을 통해 요양 중 스트레스와 심리불안을 치유하고

원직장 복귀를 위한 재활의욕 고취

2. 추진방향

❍ 기본 운용계획은 공단 본부(재활사업부)에서 수립하고, 소속병원

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산재환자와 가족의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집단활동

또는 개별활동(가족휴양비 지원) 방식으로 다양화

3. 운영개요

❍ 프로그램 운영 대상/인원 : 요양중인산재환자중희망자/124가족(248명)

❍ 프로그램 운영기간 : ’13년 3～11월
❍ 프로그램 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등 10개 직영병원
❍ 프로그램 내용
- 기본프로그램 : 산재환자의 심리안정, 가족관계 증진과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집단 상담, 문화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특별프로그램 : 산재 환자와 그 가족 간 힐링과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집단활동(리마인드 웨딩, 힐링 캠프 등), 개별활동(가족

휴양비 등) 지원

4. ’12년도 운영 실적

❍ 운영목표(’13년 동일) : 예산 100 백만 원, 지원 인원 200명(100가족)
❍ ’12년 운영 실적

- 262명(131가족)이 참여(목표대비 131.0%, 예산 100% 집행)

- 참여자 프로그램 만족도 : 참여자설문조사에서98.3%가만족이상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