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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various types of industrial disasters have been rapidly
appearing in Korea. They may cause many losses in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productivity and quality etc.Therefore,many
companieshavebeendevelopingvarioussafetymanagementactivitiesto
reducethelosses.

Thisstudyintroducesvarioussafetymanagementactivitieseffectingon
business performancebased on K company.To promotethebusiness
performanceoftheK company,weanalysethefinancialreportsfrom
2001to2005.Alsoweintroducedthevarioustypesoflossesbyindustrial
disasters,calculatedindustrialdisasterslossesofK company.

Thisstudyrevealsthesignificanceofsafetymanagementactivitiesin
businessperformanceandhow muchtheyimprovebusinessperformance
bythesafetymanagementactivities.Weanalysedthefundamentalcauses
ofindustrialdisastersandproposedth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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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canbevalidatedastheguidelinetogiveasolutiontoa
new safetymanagement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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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사회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업의 구성원
도 예외가 아니다.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종업원이 처
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급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정보화 물결에 따라 공장에서 단순히 제품만 생산

하던 공업사회의 주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이외에도 정보와 지식과 같은
소프트 물이 점차 기업경영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작업장 혁신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지식근로자
양성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초고속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재해의 형태도 신종

직업병이 출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도 경제구조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술이 개
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가 생산성향상과 재
해로 인한 손실의 감소를 통해 이윤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박용성,2000).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수반되는 안전보건

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아직까
지 일부 경영인들은 안전투자를 비용낭비 혹은 효과없는 투자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기업경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따
라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유용한 자원과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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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안전경영체계
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연구방법 및 범위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화시대에서 지식․정보의 근간을 이
루고 있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러므로 안전과
경영은 분리될 수 없으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을 기업경영에 접
목시켜 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재해가 없는 기업을 만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따
라서 본 연구는 기업안전경영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재해의 손
실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적절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
써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최소화 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는 개인과 기업,사회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그러

나 개별적인 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경비지출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많다.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금전상의 보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
면 보험재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단순히 산
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요양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외에도 더 많은 손실비용을 기
업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재해의 발생현황을 알아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

실을 분석하고자 한다.산업재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재해
가 급증한 K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특성과 실제 손실비용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재해 손실 최소화 방
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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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안전경영의 개념

1.안전경영의 정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안전경영이란 사고가 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라 할 수 있다.안전이란 위험요인이 없는 상
태로 정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위험이 없는 상태를 달성하
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의미에서 보면 잠재 위험요인의 위험도를 허용가능
한 위험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용달,2005).
허용가능한 위험수준이란 인적 피해,물적 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 또는 이들 요소가 혼재된 잠재적 유해 위험요인을 말한다.이 위험요인
이 실제 사고 및 손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즉 안전경영이
란 기계적 고장,시스템의 상태,작업자 실수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을 평가하여 위험요인의 위험도가 법적 및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사전 결정된 허용 위험수준 이하의 관리 상태를 말한다.
안전한 상태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경영은 인간존중정신에 바탕을

두고 산업 발달과 산업활동이 가져오는 위험을 배제하여 재해 내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활동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불안을 제
거해줌으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형성
하여 종업원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고,경영자에게는 생산의 장
애가 되는 모든 손실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그러므로 안전경영의 목적
은 기업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경영효과와 생산능률을 제
고하여 산업평화의 조건을 형성하기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전경영은 단순보전적 차원에서 벗어나 경영손실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

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사고가 날것에 미리 대비해 작업현장내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기업
의 안전관리활동은 “위험요인이 없는 상태,사고가 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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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 “경영상의 손실
을 막기 위한 제반조치 또는 관리”를 의미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주의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설비투자,그리

고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의 안전활동의 참여가 각종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
명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러한 활동은 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을 줄여 생산성 향상과 기업이미지 제고 등 경영성과 향상에 많은 영향
을 줄 것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발전적 개념은 사업장에서 인간존중 정신과 생산

성 향상을 전제로 인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은 근로자에게는 작업에 대한 불만을 제거함으로서 보다 애착과 열의를
가지게 하고,경영자에게는 생산능률 저하나 기업재산의 손실을 방지해 줌으
로서 보다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인
류복지의 증진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용성,2000).

2.기업경영 측면에서 안전경영의 필요성
경영활동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 및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경영활동은 손실 최소화 즉 이윤극대화를 위해
안전경영에 대한 투자를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지출로 이해함으로써,산업재
해에 의한 손실을 간과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사고가 뜻하지 않은 사건이란 의미에서 우연,운명,불

가피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판단해 통제할 수 없는 비용발생으로 오해되어
왔고,안전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고려할 때도 단순히 작업중단,사회 및
법정비용,의료비 및 부대비용,임금손실비용,손해배상 및 기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손실에 한정함으로서 그 손실규모가 축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왔
다(남성국,2004).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원인을 우연,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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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성의 관점에서 통제될 수 없는 비용으로 간주하여 왔으나,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관점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즉 사고란 개인행동,
위험한 주위환경,그리고 엄정한 법률제정과 집행이 결여된 상황에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되며,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대부분의 사고와 재해는 사회의 안전을 구성하는 요인들에서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초래된 필연의 결과로서 과학적 연구와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의 발생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박용성,2000).다시 말하면,안전사고에
관련된 요인들을 예측,평가,조정하는 제반 활동을 통해 기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속에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관건이 된다.재해에 의한 손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말하
는 순수 위험(손실만을 발생시키는 리스크)의 하나이지만 손실방지에 대한
기업내 관심은 투기적 위험에 비하여 매우 낮다.그러나 최근의 기업들은 산
업재해 손실에 대한 경영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특히 건설업
에 있어서는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공공 공사의 입찰시 지명 회피,업자 자격
부여때의 감점요인 등의 영향 때문에 재해방지가 기업들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바빠서 안전에까지 신경 쓸 수 없다

거나,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등
안전경영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영업수익만 달성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기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현장에서는 생산 활동이 매일 행해지고
있다.자재,제조(공사),운반,검사,판매 등의 경영전반에 걸친 활동이 무리,
나태,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이것들을 없애기
위해 연구와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재해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경기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경영에서의 손실방지는 항상 행
하여져야 하기 때문이다(유재환외,1998).
만약,기업에서 사망사고 또는 영구 전노동 불능상태(장해등급 1~3급)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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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다면 1건당 7,500일의 휴업일수(손실일수)가 기업의 손실로 나타나게 된
다.이러한 손실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치명적인 경영위험이 된다.우리나
라 민간 기업들의 산재로 인한 영구 또는 일부 노동 불능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손실일수는 <표 2-1>과 같다.

<표 2-1>영구 일부노동 불능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손실일수

산체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노동손실일수 7,500 7,500 7,500 5,500 4,000 3,000 2,200
신체장애등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노동손실일수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자료 : 안전관리, 유재환외, 1998

산업재해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물적 손실이나 생산손실,기타
여러가지 손실을 발생시킨다.또한 불휴재해나 무상해사고,아차사고 등 휴업
재해건수의 몇 배가 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이와 같은 재해손실을 모두
합해보면 상당한 피해규모가 되지만,이 경영손실 제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영자는 재해라고 하는 결과만을 보고,수면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
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손실 방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안전관리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인정하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이것은 TQC(전사적 품
질관리)에 경영이 기대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다.품질관리는 이전에는 품질
이 하드웨어의 제품 그 자체의 질을 설명한 것이었지만 사고방식을 발전시켜
물건을 생산하는 시스템 그 자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하드웨어 뿐만아니라 기획에서 판매까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사적
운동을 전개하며,기업 체질의 강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TQC활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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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휴머니즘,경영자 책임,손실방지 등의 문제를 포함해
기업의 체질 강화와의 적극적인 관련속에서 안전경영활동을 추진해 가려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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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기업의 안전경영활동과 산재손실비용 측정

1.기업의 안전경영활동
산업의 발달로 공장가동률 상승과 신규근로자,여성근로자의 증가 및 비정

규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재해발생요인이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의 연장,
작업강도의 상승,설비의 복잡다양화로 산업재해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율적이고 체

계적인 노․사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안전한 작업환경
에서 근로자들이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경영주뿐
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재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

으며 기업의 안전관리활동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점 선진화되고,인간존중
에 초점이 맞춰져 전개되고 있다.기업의 안전관리활동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안전교육,시설물안전관리,근로자 건
강관리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1)안전점검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상을 파악하여,최상의 안전

작업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기업에서의 주된 안전점검 활동으로
는 자체점검(안전점검의 날 행사,사고발생시 현장조사 등),특별점검(중대사
고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외부 전문가 진단),위험기계기구 검사,작업
자 불안전행동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안전교육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중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활동이 안전교육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실행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그 효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기업에서의 안전교육은 최초 신규사원 채용시 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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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규채용자 안전교육과,작업내용 변경시 행해지는 안전교육,관리감독자
안전교육,특별안전교육,근로자 정기교육 등이 있다.

3)시설물안전관리
전기,화공,기계설비 등 시설물의 이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될 경우 대부

분 중대사고로 이어진다.이러한 사례는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해 점검계획과 점검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주된 설비로는 호이스트,압력용기,공기압축기,보일
러,승강기,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울러기 등
이 있다.

4)근로자의 건강관리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외에도 특

수직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부 기업은 보다 나은 근로자의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종합
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특히,대기업의 경우
종합검진의 실시횟수와 검진항목 등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이러한 검진에만 그치지 않고 검진결과를 토
대로 개개인의 검진이력을 데이터화 하여 직무전환배치,주기적인 청력검사,
뇌심혈관질환 예방,고혈압관리 등 다양한 방법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다.

5)국내기업 산업재해 발생현황
기업의 다양한 안전관리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

생되고 있다.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4년 국내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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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4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한국산업안전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산업재해보상법 적

용사업장 1,039,208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0,473,090명 중에 4일이상의 요양
을 요하는 재해자가 88,874명이 발생(사망자 2,825명,부상 78,154명,업무상
질병 요양자 7,895명)하였다.이는 2003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3.24% 증가
하였고,근로자수는 1.19% 감소하였으며,재해자수는 6.37% 감소하였다.산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은(산재보상금 지급액)은 2,859,9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3%증가하여 직접손실,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
은 14,299,57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3%가 증가하였으며,근로손실일수는
61,569,895일로 전년대비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4년 세부실
적은 <표 3-1>과 같다.

<표 3-1>2004년도 전년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구분 2003년 2004년 전년대비
증감율(%)

적용사업장수 1,006,549 1,039,208 3.24
대상근로자수 10,599,345 10,473,090 -1.19

재해자수

사망 2,923 2,825 -3.35
부상 84,261 78,154 -7.25

업무상질병 7,740 7,895 2.00
계 94,924 88,874 -6.37

경제적손실
추정액
(백만원)

산재보상금 2,481,814 2,859,914 15.23
간접손실액 9,927,256 11,439,656 15.23

계 12,409,070 14,299,570 15.23
근로손실일수 59,135,167 61,569,895 4.12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표 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4년 노사분규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1,199,000일의 51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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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② 2004년도 산업별 재해자 현황
산업별(업종별)로는 <표 3-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년대비 건설업

16.68%,운수창고통신업 10.79%,전기 가스수도업 7.19%,제조업 6.52% 감소
하였으며,광업 31.33%,기타산업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2004년도 전년대비 업종별 재해자 비교표

구분 2003년 2004년 증가인원 증감율(%)
광업 1,743 2,289 546 31.3
제조업 40,201 37,579 -2,622 -6.5
건설업 22,680 18,896 -3,784 -16.7

전기가스수도업 139 129 -10 -7.2
운수창고통신업 5,719 5,099 -620 -10.8
기타산업 24,445 24,882 437 1.8
계 94,924 88,874 -6050 -6.4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산업별(업종별)분포는 <그림 3-1>과 같이 제조업이 전체 재해의 42.28%로
가장 높고,다음은 기타산업 28.00%,건설업 21.26%,운수창고통신업 5.74%,
광업 2.58% 전기가스수도업 0.1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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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통신업,

5 .74

건설업, 21 .26

기타산업, 28 .00

광업, 2 .58 제조업, 42 .28

전기가스수도업,

0 .15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그림 3-1>2004년도 업종별 재해자 발생비율

③ 2004년도 업종별 제조업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중분류에 의한 산업재해 발

생현황은 제조업부분이 전체 산업재해의 42.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
으며,제조업 중 세부업종으로는 금속제품 제조업,기계기구 제조업,화학제
품제조업,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식료품제조업 순으로 재해발생건수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표 3-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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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004년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④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표 3-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4년

전국 평균은 0.85%이고,재해율이 높은 순으로는 강원,경남,인천,전북,부
산,대구,광주,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2>는 지역별 세부발생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전체 1,039,208 10,473,090 88,874 0.85
광 업 1,261 16,135 2,289 14.19
제 조 업 213,940 2,929,451 37,579 1.28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828 50,606 129 0.25
건 설 업 97,937 2,009,686 18,896 0.94

운수창고 통신업 31,872 654,776 5,099 0.78
벌 목 업 213 926 70 7.56

기 타 의 임 업 5,095 72,107 848 1.18
어 업 88 355 35 9.86
농 업 2,343 31,134 375 1.20

금 융 보 험 업 24,201 365,912 574 0.16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366 10,016 91 0.91
건물등의 종합관리 사업 28,482 394,513 3,583 0.9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7,557 118,964 2,151 1.81
건 설 기 계 관 리 사 업 4,581 10,288 336 3.27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416 20,065 289 1.44
기 타 의 각 종 사 업 520,371 3,086,877 14,725 0.48

컴퓨터운용 및 법무 회계서비스 31,267 274,925 388 0.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8,390 426,354 1,41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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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재해율(산재발생율)이 높은 지역부터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3-4>2004년도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지역 근 로 자 수(백분율%) 재해자수(백분율%) 재해율(%)

계
 

10,473,090 (100.0%) 88,874 (100.0%) 0.85%

서울
   

2,968,258 (28.3%) 14,471 (16.3%) 0.49%

부산
      

633,109 (6.0%) 6,527 (7.3%) 1.03%

대구
      

498,516 (4.8%) 5,132 (5.8%) 1.03%

인천
      

493,047 (4.7%) 5,760 (6.5%) 1.17%

광주
      

329,193 (3.1%) 3,193 (3.6%) 0.97%

대전
      

327,842 (3.1%) 2,601 (2.9%) 0.79%

강원
      

317,056 (3.0%) 4,015 (4.5%) 1.27%

경기
   

2,079,658 (19.9%) 19,795 (22.3%) 0.95%

충북
      

315,044 (3.0%) 2,522 (2.8%) 0.8%

충남
      

386,790 (3.7%) 2,863 (3.2%) 0.74%

전북
      

297,910 (2.8%) 3,398 (3.8%) 1.14%

전남
      

270,960 (2.6%) 2,081 (2.3%) 0.77%

경북
      

446,675 (4.3%) 3,720 (4.2%) 0.83%

경남
   

1,017,401 (9.7%) 12,133 (13.7%) 1.19%

제주
        

91,631 (0.9%) 663 (0.7%)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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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그림 3-2>2004년도 지역별 재해율 현황

2.산재손실비용의 측정

1)산재손실비용의 정의
산재손실비용이란 업무상의 재해로서 인적 상해를 수반하는 재해에 의해

발생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즉,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손실비용을 총칭하여 말한다(권호영
외,1997).

2)산재손실비용의 측정이론
산재에 따른 손실비용은 매우 다양한 방법에 의해 측정되고 있으나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① 하인리히(H.W.Heinrich)방식
1926년에 하인리히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하인리히는 사고로 인한 경

1.27

1.19 1.17
1.14

1.03 1.03
0.97 0.95

0.83
0.80 0.79 0.77

0.74 0.72

0.49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강원 경남 인천 전북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북 충북 대전 전남 충남 제주 서울

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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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손실을 재해 코스트(accidentcost)라 정의하였다.하인리히는 재해코스
트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그 비율은 1:4가 된다고 하였다.즉,직접
비와 간접비의 비율이 1:4이므로,재해코스트는 직접비의 5배로 계산된다는
것이다.간접비에 대한 하인리히의 조사내용 중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열거
하면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소비한 시간손실보다 타인의 시간손실(동료 종업원이나 관리감
독자 등)에 의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
-사고로 인한 납기지연 및 공기지연에 따르는 위약금,신뢰성의 상실에
따른 주문취소에 의한 손실이 많이 나타남
-대부분의 간접비는 발생회수는 적으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중상해 보
다는 건수 당 손실은 적더라도 발생횟수가 많은 경상해로 이루어짐
-직접비는 없고 간접비만 발생하는 특수한 사례가 많음

하인리히가 제시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세부항목은 <표 3-5>과 같다.

<표 3-5>하인리히의 항목변수

자료 :서울산업대학교,박용성,2000

구분 세부항목 비고

직접비

-휴업보상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최근3개월)

-장해보상비 :신체장애가 남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요양보상비 :요양비의 전액
-장의비 :평금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유족보상비 :평금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장해특별 보상비 :유족특별보상비,상병 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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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하인리히의 항목변수(계속)

자료 :서울산업대학교,박용성,2000

구분 세부항목 비고

간접비

-부상자의 시간손실
-작업 중단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시간손실
(호기심,동정심,부상자 구조,기타사유)

-직장,감독자 그 밖의 관리직에 있는 사람의
시간손실
*부상자 구조를 위해
*재해의 원인조사를 위해
*부상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계속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재해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당국의 호출에 응하기
위해

-구호자 또는 병원관계 직원을 만나거나 보험
회사에서 지출받지 않는 사람의 시간 손실

-기계,공구,재료 그밖의 재산상의 손실
-생산재해에 따르는 발주자에 대한 납기지연에 따른
손실

-종업원의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의 손실
-부상자의 부상이 치료되어서 직장에 돌아왔을 때
상당시간에 걸쳐 본인의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따르는 손실

-재해로 말미암아 종업원의 사기저하 및 주위동료를
흥분시켜 또 다른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에
의한 시간손실

-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의 감소 및
기계를 100% 가동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

-부상자가 쉰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광열비
라든가 그밖에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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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버즈(F.E.Bird)의 방식
1926년 하인리히에 의해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체적인 항목이 처음으로 소

개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
구가 버즈에 의해 주장된 간접비의 빙산원리(Iceberg principleofhidden
costs)이다.빙산원리란 가시적인 비용과 비가시적인 비용을 빙산의 눈에 보
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비유하였다.즉 눈에 보이는 비용은
작고 그 수면 하에 들어나지 않는 비용이 많다는 이치이다.이 이론은 산재
손실비용을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쉽게 측정할 수 있어 보험으로 보상이 가
능한 비용과 측정하기 어려워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 않는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각 부분에 대한 결과는 하인리히의 1:4법칙보다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다.즉 보험비 :비보험재산비용 :비보험 기타 재산비용의 비율은
1:5～50:1～3이 된다.버즈의 항목변수는 <표 3-6>와 같다.

<표 3-6>버즈의 항목변수

구분 세부항목

보험비 -의료
-보상금

비보험 재산비용

-건물손실
-기구 및 장비손실
-제품 및 재료손실
-조업중단 및 지연

비보험 기타 재산비용 -시간조사,교육,임대등 기타항목

자료 :서울산업대학교,박용성,2000

③ 시몬즈(R.H.Simonds)방식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교수인 시몬즈는 하인리히 1:4의 직,간접 비율에

의한 재해손실비용 산출방안 대신에 평균치 계산방식을 제시하였다.시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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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하인리히 방식과 다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구분한다.또한 하인리히는 사업체가 지

출한 총산재보험료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이를 가산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시몬즈는 이를 보험비용에 가산하고 있다.
둘째,하인리히의 간접비와 시몬즈의 비보험비용은 같은 개념이지만 그 구

성 항목에는 차이가 있다.
셋째,하인리히 방식인 1:4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산정방

식인 평균치법을 채택하고 있다.시몬즈 방식의 항목변수는 <표 3-7>과 같
다.

<표 3-7>시몬즈 방식의 항목변수

자료 :서울산업대학교,박용성,2000

구분 세부항목

보험비용 -보험금의 총액,보험회사의 보험에 관련된 제 경비와
이익금

비보험비용

-부상자 이외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재해로 인해서 손실 받은 설비 또는 재료의 수선,교체,
정돈 하기위한 손실비용

-산재보험에서 지불되지 않는 부상자의 작업중지 시간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

-재해로 인해 필요하게 된 시간외 그로인한 가산임금손실
-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의 임금
-재해자가 직장에 복귀 후 생산감소 불구하고 이전 임금
지급손실

-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회사부담의 비보험 의료비
-산재서류작성과 자세한 재해조사에 필요한 시간비용
-그밖에 제 경비(소송비용,임차료,계약해제로 인한손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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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해비용 =보험비용 +비보험비용
=보험비용 +[A ×휴업상해 건수]+[B×통원상해건수]+
[C×응급처치 건수]+[D×무상해사고 건수]

이 공식에서 A,B,C,D는 상부(금액)이며 각 재해에 대한 평균 비보험 비용
이다.이들 각 재해사고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의사 조치를 필요로 하는 통원상해

-응급처치
*응급조치
*20$미만의 손실 또는 8시간 미만의 휴업이 되는 정도의 의료조치
상해

-무상해 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극미한 상해사고나 무상해
사고로 20$이상의 재산손실이나 8시간 이상의 시간손실을 가져온
사고를 말한다.

④ 노구찌(野口三部)방식
노구찌는 시몬즈의 재해비용 산정방식인 평균치법에 기초해 일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노구찌는 시몬즈나 하인리히와 달리 재해손실비를
직접비와 간접비용 또는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표
3-8>와 같이 분류하였다.노구찌는 비용의 요소에 대한 금액을 집계하면 재
해 1건당 비용이 산출된다고 한다.
즉,재해 1건당 코스트 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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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또는 (1.15a+b)+B+C+D+E+F
가 된다.여기서 a는 하인리히의 직접비용에 대응되는 요소이며,1.15a는 시
몬즈의 보험비용과 같은 것이다.
한편,노구찌 재해코스트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요점은 개개의 재해비용이
간단 명료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가전체 또는 업종별의 재해비용의
계수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서는 비용합계의
계산식 중 a또는 1.15a의 전체적 통계는 산재보험,기타 정부기관의 자료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a:A,및 A :M 또는 a:M의 비율
을 알게 되면 편리하다.

<표 3-8>노구찌 방식의 항목변수

자료 :서울산업대학교,박용성,2000

구분 세부항목

법정보상비
(A)

-산재보험부담분(a)
*요양보상비(1건에 1000엔 이상의 요양비)
*휴업보상비(휴업8일 이상의 상해에 대한 것)
*장해보상비(제1급 :1,340일분 ~제14등급 :50일분)
*유족보상비(평균임금 1000일분)
*장의비 (평균임금 60일분)및 기타 보상비(평균임금
1200일분)

-회사부담분(b)
*요양보상비(1건 1000엔 미만의 요양비)
*휴업보상비(휴업8일 미만의 상해에 대한 것)
*급여제한을 받은 법정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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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노구찌 방식의 항목변수(계속)

자료 :서울산업대학교,박용성,2000

구분 세부항목

법정외
보상비
(B)

-위로금
-퇴직금 할증액
-공물료,화환대 등
-회사장을 할 경우의 비용 또는 장의보상경비
-입원중의 법정요양보상경비
-기타 피해 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보상외 경비

인적손실
(C)

-본인에 의한 것
*당일의 근로시간 손실
*휴업기간의 근로시간 손실
*통원 기타에 의한 근로시간 손실
-피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것
*구조,연결,조력등에 의한 부동시간

물적손실
(D)

-건물,부속시설 및 기계,기구류 등의 손실
-재료,재공품,제품,보호구의 손실
-동력,연료의 손실
-기타의 물적 손실

생산손실
(E)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를 회복하기 위한 부담경비
-재해의 영향을 받는 판매상의 이익감소

특수손실
(F)

-대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임금손실
-피해자가 직장복귀 후 능률저하에 의한 임금손실
-재해처리를 위한 여비,통신비
-섭외,접대비,소송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연체금 및 신규 채용비
-재해로 인하여 일어난 제2차의 사고에 대한 손실
-생산체제 복구를 위한 금융대책 및 금리부담
-기타 피해에 의한 경영자 부담경비
-제3자에 대한 보상,위로금,사례금 등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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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ealthandSafetyExecutive)방식
개인에 대한 손실액만 추정하던 영국은 소송 및 보험지불액에 대한 데이터

를 기본으로 하여 1989년에 APAU(AccidentPreventionAdvisoryUnit)가 5
가지 산업별로 재해손실비용을 연구 조사하였다.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HSE
에서는 1993년에 TheCostsofAccidentsatWork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
다.또한 HSE에서는 재해손실비용 파악을 통해 손실관리(LossControl)를 할
수 있도록 재해의 원인인 모든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는 “SuccessfulH&S
Management”라는 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이것이 바로 안전보건경영시
스템인 BS8800의 모태이다.
HSE는 사업장의 안전담당자와 함께 종업원이 80명에서 700명이고 재해율

이 동종 산업의 평균이거나 이하인 기업을 5개 업종으로 나누어 총 1,488개
의 사업장을 선정하였다.건설업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18주 동안,이외의
산업은 각각 13주 동안 조사하였고,총 70주 동안 상해사고와 무상해 사고를
합쳐 총 6,342건에 이르는 재해의 손실비용을 사건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HSE에 의해 분석된 재해손실비용을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구분하면
<표 3-9>와 같다.

<표 3-9>HSE방식의 항목변수

자료 :서울산업대학교,박용성,2000

구분 세부항목
보험비용 -상해,질병,시설물 파손 등으로 보상되는 비용

비보험비용

-제품 및 재료의 손실
-플랜트 및 건물 파손
-도구 및 장비손상
-법적비용
-긴급복귀 및 현장 정리정돈에 소요되는 비용
-생산지연
-사고조사 시간의 손실



- 24 -

<표 3-9>HSE방식의 항목변수(계속)

자료 :서울산업대학교,박용성,2000

사고유형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중대재해가 1일 때 경미한 재해는 11이
고 무상해재해는 441로 분석되었고 건설업의 경우 무상해 재해가 다른 산업
보다 많았으며,전체적으로 상해재해 대비 무상해 재해는 1:37이었다.또
한 조사결과 비보험비용이 보험비용보다 8배에서 36배 더 크게 나타났다.매
개변수와 비교할 수 있는 재해손실비용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
다.
-A사 기업이윤의 37%
-B사 입찰단가의 8.5%
-C사 운영비의 5%
또한 재해손실비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건설업 :입찰가의 8.5%
-낙농업 :운영비의 1.4%
-오일 플랫폼(Oilplatform):잠재생산량의 14.2%
-병원 :1년간 운영비의 5%

구분 세부항목

비보험비용

-추가 근무수당 및 요양비
-벌금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 노력으로 인한 손실
-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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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K기업의 안전경영활동 사례

1.K기업 안전경영활동
산재손실비용은 산업재해가 발생함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이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산재 건에 대한 산재손실금액 감소방안도 중요하지만 선행조건인 산
업재해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K기업의 산업재해발생
방지 활동사례를 통해 국내의 안전경영활동의 성공적인 수행방향을 고찰하고
자 한다. K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04년을 기준점으로 산재건수가 감
소추세로 전환되었다.이는 K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정비 및 다양한
안전보건전략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1)KOSHA 18001시스템 효과적 운영(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산업재해를 추방하기 위

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정도를 평가하고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
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활동”이라 정의된다(김용달,2005).
국내 안전경영 시스템으로는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KOSHA 18001 시스템과,산업자원부 산하의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KGS18001시스템이 대표적이다.
K기업에서는 2000년 KOSHA 18001시스템을 처음으로 인증받았으나,운

영부문에 있어서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에 그치지 않았다.하지만
2003년 연장인증평가 시점부터 산업재해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경영상의 큰문
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부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운영해오고 있다.

① 조직의 재구성
K기업은 2004년 산재를 총괄담당하는 부서를 환경안전과에서 환경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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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각 파트별 조직도 <그림 4-1>과 같이 변경하였다.

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1>환경안전팀 조직도

환경안전팀의 경우 공장별로 차이는 있으나 본사인 A공장의 경우 2004년
이후 분야별 전문인원을 채용하였다.2005년 기준으로 총 4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과거의 안전보건경영,정책상의 전략사업 추진시 인력부족으로 인
한 장애를 해결할 수 있었고,결과적으로는 전문인력 확보가 안전보건경영에
있어 전략적이고 정량화된 다양한 안전경영활동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다.또한 보다 책임 관리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장,임원,환경
안전팀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은 안전경영활동 지수(산재발생건수,손
실일수,산재손실비용 등)가 직접적으로 인사고과에 30% 이상 반영되도록 하
였다.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외에도 제조,스탭부서의 조직에 있어 안전유지책임

자(부장),안전유지자(과장),안전담당자(감독자)를 지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각각의 직책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다.생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
던 제조부문에 있어서도 안전경영활동에 참여토록 직책에 맞는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고 연간 안전경영활동 참여 실적을 본인의 인사고과에 20%씩 반영
토록 함으로써 전사적인 안전경영활동 참여를 유도하였다.공장이하 제조,스

환경안전팀장

안전보건파트장 환경소방파트장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안전순찰원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
현장담당자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
현장담당자

방화관리자
방화담당자
소방순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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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부서를 포함한 K기업의 안전관리 조직도는 <그림 4-2>와 같다

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2>K기업 안전관리 조직도

② 위험성평가
사업장내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의 크기를

평가한 후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하여 허용가능

환경안전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 장 장

안전보건위원회

산업보건의

부속의원장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회

부 서 장

안전유지책임자

보건관리자
(건강담당)

과   장

안전유지자

감독자(실무,반장)

안전담당자

근 로 자



- 28 -

한 위험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현장에 도
입하였다.가장 두드러진 사항으로서 설비의 담당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해
당설비,작업방법,작업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 위험요인을 발췌하면 설비담
당부서에서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환경안전팀에서는 해결방법에 따른 결
과를 예측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실제 조치후에도 위험도를 재평가 하는 방
식으로 공장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갔다.위험성 평가방법은 <그림 4-3>와
같다.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그림 4-3>위험성평가 단계

처음에는 공정단위별로 위험성 평가를 시작하였으나,2004년부터는 전공장
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문제를 해결한 다음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고원인 및 위험을 최소화 해 나갔다. 그 결
과 2004년도에 531건의 산업재해를 발생시켰던 K기업에서 2005년도에는 획

일상관리/현재 관리상태 유

<분류작업공정 분석 및 자료수집>

<공정별 위험요인 식별>

<허용범위 결정 : 위험도 평가>

<위험도=빈도×중대성>

<고위험 등급> <저위험 등급>

1단계 : 작업공정분류

2단계 : 위험요인의 확인

3단계 : 위험도의 계산

4단계 : 위험 등급결정

5단계 : 위험관리 계획수립

적합성 검토 및 이행

위험도재평가

<저위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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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343건으로 산재건수를 감소시켰다.이는 2004년 대비 -35.4% 감소
율을 보였다.
위험성 평가의 시기는 공장 또는 공정을 신설할 경우,새로운 설비 도입

및 작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
한 위험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이며 허용가능한 위험수준은 <그림
4-4>과 같이 최대 위험관리수준과 위험관리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였
다.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그림4-4>위험성평가 위험관리수준도

또한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나 기존공정 및 작업에 대한 정기적인 위
험성을 검토할 경우,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도를 관리하였다.

불가피한
경우 허용

무시

허용위험관리수준

 위험관리목표

허용불가

고위험

저위험

피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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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측정 및 경영자검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과측정과 경영자의 주기적인 검

토이다. 성과측정이란 일정기간 동안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달성도와
세부적인 전략들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경영자검토 과정은 성과
측정에 대한 달성도와 목표달성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말
한다.
K기업의 경영자 검토는 경영진을 안전보건경영에 참여시키는 것 외에 안

전보건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계획 및 정책들이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전보건경영 계획의 이행도와 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고,위험요인이 효

과적으로 관리되었는지를 평가한 후,그 결과를 분석하여 모든 관련된 부서
에 피드백하고 최종결과를 경영자에게 보고함으로서 전부서 및 전사원이 자
연스럽게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또한 경영자 검토가 적절히 실행
되어 부서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발생되는 장애요인,문제점 등 어려
운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경영자 검토
가 이루어진 후에 경영층의 지시사항 및 정책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에 표명되
었다.
경영자 검토과정은 <그림 4-5>와 같고,경영층 지시사항 및 정책이 방영

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그림 4-6>과 같다.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그림 4-5>경영자 검토과정

내 부 요 인 경  영  자  검  토 외 부 요 인

방   침

 점 검  및  시 정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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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기업 안전보건방침, 2006

<그림 4-6>K기업 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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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점검활동의 강화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된다.하지만 작업현장을 근로자가 위험요인 및 문

제점을 발췌하는 위험성평가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K기업에서는 노사합동안전점검,녹색점검,신설비 안전진단,안전작업
승인서 제도 등 다양한 점검활동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다.

① 노사합동안전점검
노사가 공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매월 1회 8시간동안 현장점검을 통하

여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있다.점검팀의 구성은 회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보
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조부서의 안전책임자,스탭부서의 안전책임
자가 점검원으로 구성되고,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8명이 선정되어
점검팀으로 활동하고 있다.매월 30건 이상의 문제점을 발췌하여 설비적 또
는 관리적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② 녹색점검
환경안전팀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안전순찰원,소방순찰원이 16명 배정되어

있었다.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최대 활용하여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
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점을 사진촬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부
서와 설비담당부서가 조치결과를 입력하고,조치결과를 사진촬영하여 조치완
료로 등록하면 한건의 문제점이 최종 완료되는 형식의 시스템이다.이 시스
템에서 주목할 점은 부서별로 문제건수 대비 조치건수가 자동 업데이트 되어
해당부서에서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조치율이 경영자에게 보
고되고 있다는 점이다.녹색관리점검 시스템의 주요 화면구성은 <그림 4-7>
과 같다.



- 33 -

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7>녹색관리점검시스템 주요화면

③ 신설비 안전진단
제조,생산 설비노후화에 따른 설비교체 및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신설비

도입시 위험요소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설비의 안전장치,작업
방법,작업환경 등 종합적인 노사합동 신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었다.
신설비 안전진단시 설비도입책임자,노동조합,안전부서장,안전관리자,제

조책임자가 참석하여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안전진단시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비상시,위험상황 발생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장치 설치유무
-기계에 끼이거나,말릴 위험여부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바닥에 걸려 넘어질 위험여부
-작업중 기계설비에 충돌할 위험유무
-기어,체인등 노출된 위험여부
-중량물 취급을 위한 크레인/호이스트 등 장치 설치유무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부위에 감지될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고 다음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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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작동여부 등이 있다.

신설비 안전진단은 최초 설계시 안전을 고려하였는지 검토하고 설비를 제
작하여 설치시 안전한 공사방법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최종 설치완료시점
에서 신설비에서 작업할 근로자에게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시운전중 발생
된 문제점은 안전성검토를 통하여 정상가동전까지 개선된다.K기업은 이러한
사전관리 활동을 통해 2004년 이후 신설비에서 사고가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④ 안전작업승인서제도 도입
안전작업승인서 제도란 현장내 건물의 건축,굴착,설비교체,용접작업,절

단작업,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해 사전 환경안전팀의 안전작업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회사에서는 15만평이 넘는 공장내 부지에서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또한 대부분 위험한 작업이라서 한번 사고로 이
어지면 큰 사고가 발생하곤 하였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
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공장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안전보건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화 한 것이
다. 2005년의 경우 안전작업승인서 제도가 활성화 되고 적극적인 참여로 공
사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50%이상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안전작업승인
서 제도의 주요화면은 <그림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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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8>안전작업승인서 주요화면

3)K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실행
안전교육의 목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직무수행과 안전작업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기능을 교육과정을 통
해 지원함으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및 안전작업방법 향상시켜
결과적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있다.
2004년 이후 K기업에서는 안전교육방법 변경에 주력했으며 특히 안전의식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교육을 시행하였다.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채
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작업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신설비 도입으로 인한
직무전환시에는 작업내용변경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위험 직무자에게는 특
별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산재발생건수 감소에 기여하였다.단순히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정교육방법과 시간을 탈피하여 K기업만의 특성을 가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년 단위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①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K기업에서는 이전까지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아무것도 몰라 이것

저것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움직여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러한

설비 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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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K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시 안전교육과 K기업의 안전교육방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법정교육과 K기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비교

자료 : 필자작성, 2006

② 작업내용변경시 안전교육
현장에서 신설비 및 신기술 도입으로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근무하던 작업인원이 사전교육 없이 투입될 경우에는 스위치 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K기업에서는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세세한 작업내용변경시 요구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주력하였다.<표 4-2>는 법정교육과 K기업 작업
내용변경시 안전교육을 비교한 것이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K기업(제조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제조업 8시간 이상교육
-건설업 2시간 이상교육

-사무직 8시간 이상교육
-생산직 40시간 교육

주요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교육에 관한사항
-K기업의 과거 사고건수
-K기업의 주요사고사례 (사고사례집)
-공장내 주요 위험설비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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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법정교육과 K기업 작업내용변경시 안전교육 비교

자료 : 필자작성, 2006

③ 정기 안전교육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요구되는 교육은 실시하였으나,교육의 효

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진다.따라서 주기적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
여 최근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작업중 준수사항,안전작업방법,위험시 대처
방안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K기업에서는 정기안전교육을 위해 사외 안전전문강사 초빙,뇌심혈관계질

환 전문의 초빙,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또한 2004년부터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국내제조업 공통교육과 별도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하여 K기업에서 교육강사 및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문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였다.<표 4-3>은 법정교육과 K기업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K기업(제조업)

작업내용변
경시교육

-제조업 2시간 이상교육
-건설업 1시간 이상교육

-단순 설비교체시 2시간
-공정/라인변경시 40시간
또는 15일간

-특성에 따라서는 1달과정
품질,생산,안전 종합과정
교육실시

-기타 선진기업 방문을
통한 체험안전교육 병행

주요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주요 작업,직무의 변경사항
-설비의 작동방법
-비상스위치의 작동원리 및 설치위치
-비상시 조치방법
-설비의 주요 위험포인트
-표준 안전작업지침,절차
-현장 실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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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교육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3>법정교육과 K기업 정기 안전교육 비교

자료 : 필자작성, 2006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K기업(제조업)

근로자
정기교육

-생산직 종사자 2시간이상
-사무직 종사자 1시간이상

-매 작업시작전 10분
안전교육

-분기별 안전 전문강사
초청교육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은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

-안전사고 발생시 재발방지
사례교육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대한산업안전협회 위탁교육
(국내제조업 공통교육이
아닌 K기업 교재발간
및 K기업 특성을 감안
맞춤식 교육실행)

-교육시간 법정시간 동일

주요
교육내용

-근로자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작업 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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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안전보건교육
K기업에서는 사고다발공정을 선정하여 공정별 특별안전교육을 실행하였고,

운반차량(견인차,지게차)운전자를 대상으로 지게차 제조업체 전문강사 또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매년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이로
인해 운반차량의 충돌사고는 2004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또한 2005
년에는 전문화,특성화 맞춤식 교육으로 부속병원 전문의 및 간호사가 공정
별 순회교육을 통하여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
K기업은 안전교육시 기업특성을 반영하여 교육효과를 최대화 시켰으며,이

러한 맞춤식 교육은 불필요한 과정을 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함
으로써 근로자의 지식 및 기능,그리고 안전의식을 향상시켰다.물론 K기업
의 사고건수가 교육을 통해서 감소했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앞에서 말한
위험성평가,점검활동의 강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
업재해가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경영시스템과 교육을 통
하여 K기업의 산업재해는 2004년을 기점으로 2005년부터 전년대비 35.4% 감
소되었다.2006년도 산재건수를 추정하면 전년대비 약 30%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K기업 안전경영활동 성과

1)산재발생현황
K기업의 안전경영활동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현

황을 확인한 결과 <표 4-4>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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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K기업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건]

산재건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A사업장 66 87 114 262 130
B사업장 67 88 154 269 213
계 133 175 268 531 343

자료 : 필자작성, 2006

<표 4-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산재증가율은 전년대비
2002년 31.6%,2003년 53.1%,2004년에는 98.1% 증가하였으나,2005년을 기
점으로 -35.4%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KKKK기 업  최 근  기 업  최 근  기 업  최 근  기 업  최 근  5555 년 간  산 재 발 생 현 황년 간  산 재 발 생 현 황년 간  산 재 발 생 현 황년 간  산 재 발 생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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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9>K기업 최근5년간 산재발생현황 그래프

① 일반사고와 근골격사고의 구분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중 일반사고와 근골격재해의 산업재해 건수

를 분석하면 <표 4-5>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10>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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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산재건수중 일반사고와 근골격재해의 발생현황
[단위:건]

산재건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A사
업장

일반 20 46 44 48 45
근골 46 41 70 214 85

B사
업장

일반 17 19 35 55 70
근골 50 69 119 214 143

계
일반 37 65 79 103 115
근골 96 110 189 428 228
계 133 175 268 531 343

자료 : 필자작성, 2006

<표 4-5>를 살펴보면 일반산재는 2000년 대비 2001년 75.7% 증가하였으
나,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전년대비 2002년 14.6%,2003년 71.8%,2004년
126.5%로 급격히 증가 하였고,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46.7% 감소의 추세
를 보이고 있다.

KKKK기업 일반기업 일반기업 일반기업 일반////근골격재해 발생추이근골격재해 발생추이근골격재해 발생추이근골격재해 발생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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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10>K기업 최근5년간 일반,근골격산재 발생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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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기업 산재사고의 발생형태별 분류
K기업은 산재사고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사용하는 발생형태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추락 :사람이 건축물,비계,기계,사다리,계단,경사면,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과속,미끄러짐 포함)
-충돌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친 경우
-낙하/비래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은 경우
-붕괴/도괴 :적재물,비계,건축물 등이 무너진 경우
-협착 :물건에 끼워진 상태,말려든 상태
-감전 :전기 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
-폭발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이 일어난

경우
-파열 :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파열한 경우
-화재 :화재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관련물체는 발화물을 기재
-무리한동작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거나 부자연한 자세 또는

동작의 반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상온도접촉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한 경우
-유해물접촉 :유해물 접촉으로 중독이나 질식된 경우
-기타 :상기항목을 분류 불능시 발생형태를 기재

K기업은 그동안 발생빈도가 높았던 사고를 기준으로 협착,전도/충돌,추
락/낙하,기타,무리한동작(근골격)을 분류항목으로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사
고발생의 형태를 분류하였다.그 결과 근골격 사고형태가 전체사고 1,450건
중 1,051건을 차지해 전체사고의 72.5%를 점유하고 있었다.즉 K기업의 사고
발생형태는 10명중 7명이상이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로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표 4-6>은 K기업의 산재사고 유형을 산재 발생형태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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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6>산재 발생형태별 분류

[단위:건]

발생건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협착 17 20 27 39 42 145

전도/충돌 8 26 44 40 50 168
추락/낙하 1 1 3 7 3 15
근골격 96 110 189 428 228 1051
기타 11 18 5 17 20 71
계 133 175 268 531 343 1450

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11>는 K기업의 최근 5년간 산재발생형태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사고발생형태별 비율을 보면 근골격 72.5%,전도/충돌 11.6%,협착
10.0%,기타 4.9%,추락/낙하 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여기서 기타는 직
업병(뇌심혈,심장질환등)또는 작업장외 사고를 분류한 것이다.

발생형태별 점유율

협착, 10.0

전도/충돌, 11.6

추락/낙하, 1.0

기타, 4.9

근골격, 72.5

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11>K기업의 최근5년간 산재발생 형태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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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개선

K기업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총손실일을 비교한 결과 전년대
비 2002년에는 27.7%,2003년 88.5%,2004년 68.8% 증가하였으나,2005년을
기점으로 -18.8%로 감소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최근 5년간 산재손실일
수는 <표 4-7>과 같으며,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12>와 같다.

<표 4-7>K기업 최근5년간 산재손실일수 현황
[단위:일]

근로손실
일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A사업장 5,323 6,580 12,395 24,135 13,605
B사업장 9,461 12,304 23,206 35,977 35,199
계 14,784 18,884 35,601 60,111 48,804

자료 : 필자작성, 2006

KKKK기업 산재손실일수기업 산재손실일수기업 산재손실일수기업 산재손실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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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필자작성, 2006

<그림 4-12>K기업 최근5년간 산재손실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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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재로 인한 총손실비용의 개선
① K기업의 산재손실비용 산출방식
산재손실비용 산출방법 중 하인리히와 시몬즈 손실비용 산출방식은 K기업

에 적절하지 않았다.K기업은 산재손실비용 계산방법을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비용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과거 산재손실비용 산
출이론 에서 하인리히의 경우 직접손실비가 1억원이었다고 하면 간접손실비
가 4억원으로 총 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되고,시몬즈의 경우
에도 보험회사의 관점에 따라 기업의 재해손실비용을 산출하므로 실제 기업
의 손실비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버즈,노구찌,영국의 HSE는 우리나라와 제도적,사회적 특성과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K기업은 재해손실비용 산출을 상기 이론에
따르지 않고 실제 기업에서 발생되는 총재해손실비용을 총근로손실일수로 나
누는 방법을 이용해 보다 정확한 손실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손실비용에 포함하는 세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치료비(산재보험 지급비용 제외)
- 재해자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노무비
-재해자 발생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는데 발생하는 노무비
-산재요양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금
-장해 발생에 따른 장해보상 위로금(1급～14급 차등)
-산재요양자 명절위로금
-기타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총근로손실일수는 산재요양자 개개인의 휴업일수를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매년 종합하여 실질적인 산재로 인한 손실일수를 산출하였다.이렇게 산출된
총손실비용을 총근로손실일수로 나누면 실질적인 1일당 평균손실일이 산출된
다.이 방법에 의하면 K기업은 산재요양자 한사람이 1일 요양할 경우 275천
원의 평균손실비용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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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기업의 최근 5년간 산재손실비용
K기업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총손실비용을 비교하면 전년대비

2002년에는 27.7% 증가하였고,2003년 88.5% 증가,2004년에는 68.8% 증가로
급증가 추세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18.8%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표 4-8>은 K기업의 최근 5년간 산재 총손실비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13>과 같다.

<표 4-8>K기업 최근 5년간 산재 총손실비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A사업장 1,464 1,810 3,409 6,637 3,741
B사업장 2,601 3,383 6,381 9,893 9,679
계 4,065 5,193 9,790 16,530 13,420

자료 : 필자작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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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K기업 최근 5년간 산재 총손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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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K기업의 산재손실비용 감소를 위한 방안

1.산재손실비용 증가원인

1)산재승인제도의 문제점

① 법적,제도적 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하거나 노동부에 산업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일반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최초 진료시 최소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현행의 산재승인제도는 작업자가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만 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기준
오십견,퇴행성,신경통과 같이 근골격계질환과 유사한 질병은 전문가도 발

생근원점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질병발생 근
원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과정 없이 산재를 승인해주고 있다. 특히 어깨,허
리 등은 일상생활에서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환 발생 근원
점과 관계없이 증상에 대해서 만으로 산재를 승인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승인 요건은 업무상으로 발생되거나 상당한 인

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산재를 승인토록 되어 있으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발
생근원점에 대해 전문조사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대부분의 산재요
양 신청시 이를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일보[2006.2.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승인율은 2003년 93.7%,

2004년은 94.4%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
라 산재보험은 신청만 하면 승인을 받는 이상한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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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재승인율이 독일 산재승인율 7.8%,스웨덴 23%에 비해 현저
하게 높은 것은 산재판정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주
일 안에 판정을 해야 하는 등 형식적인 승인절차도 산재승인율을 높이는 요
인이다.이처럼 산재승인 기준의 확대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재승인율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엉터리 산재환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엉터리 산재환자의 증가는 곧바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산재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률은 최고 50%까지 올라가고 환자가 치료를 받은
기간에 신규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005년 근로복지공단이 적발한 엉터리 산재환자는 2675명에 달한다.이들

로 부터 회수한 돈만해도 133억 7822만원이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밝혀
낸 것만 이 정도”라며 “일일이 산재환자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실제
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사업장은 2003년 268건,2004년 531건,2005년 343건의 산재건수를 기록

했으며 이는 총근로자수의 5～10%로가 산업재해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K사
업장의 산재증가는 주로 근골격계질환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은
K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대부분 산재승인을 하였다.

2)산재요양기간의 장기화
경영인신문[2005.5.16]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인 요통의 평균

치료 기간은 26～36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90일 안팎에 달한다고 한다.
K사업장의 요양일수가 2001년 111일,2002년 108일,2003년 132일 2004년

113일,2005년 142일을 기록해 5년 동안 평균 121일의 요양일수가 산출되었
다.즉 산재자가 연간 평균 4개월은 요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렇게
요양기간이 장기화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제
도적인 문제점이다.
경영인신문[2005.5.16]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전체 재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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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운데 77.2%가 휴업급여가 없는 상태로 요양을 하고 있으며,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치료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에 치료방법 및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상한 기업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자중 3.9%만 입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50%가 입원치료를 한다. K사업장의 경우 약 70%가 입원치료를 하고
있어,국내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병원의 입원권고 및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한 몫을 하고 있다.즉,입원을 할 경우 병원에서는 치료비가 늘어나
경영상의 도움이 되고,재해자는 개인이 일반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료를 지
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K사업장의 경우 재해자는 대부분 최초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요양기

간연장 신청을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들의 요양기간 연장을 대부
분 승인해 주고 있으므로,이로 인해 기업의 손실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3)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근골격계질환은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재해자가 자신의 질환을 호소 함으

로써 밝혀지는게 대부분이다.물론 작업상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이
는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하
지만 특별한 증상 및 의학적 소견이 없더라도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산재승
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이를 악용하는 요양
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입원중인 요양자가 기업 복귀시점에서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통증 때문에 직장복귀가 어렵다고 요양
연기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요양 받을 수 있다.여기서 문제점은 요양자의 상
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오직 본인의 통증표현만을 믿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이다.
K기업의 최근 10년간 산재발생건수를 보면 1996년 26건,1997년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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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6건,1999년 21건 이었던 것이 2000년을 기점으로 2000년 109건,
2001년 133건,2002년 175건,2003년 268건,2004년 531건,2005년 343건으로
급상승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계설비나 작업환경이 극도로 악화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

게하는 결과이다.그러나 작업환경이나 기계설비가 악화되기는 어렵다.사실
작업환경이나 기계설비는 매우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최근 5년간 안전과
관계되는 설비투자를 매년 50억원이상 투자하고 있다.최소 10년전 모습을
유지했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고 추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즉,제도
적인 문제점과 도덕적인 부분이 상호작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산재손실비용 감소를 위한 방안

1)법적,제도적 문제점 개선
① 관계기관의 법규개정시 기업체 적극적 의견전달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은 산재관련 법규개정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등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이때 K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문제점 및
현실태를 정확히 전달하여 법규개정시 회사의 실정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특히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요양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병원을 옮길 수 있고,독일의 경

우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실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활
과 조기 근로복귀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가벼운 질병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영자총연합회
안전보건지원 실무자의 말에 따르면,의료 요양 서비스를 하고 있는 5,000여
개의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진료비 심사가 서류심사 위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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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치료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다고 있다고 한다.
K기업도 이러한 국내현실 때문에 요양자들이 대학병원,종합병원보다는 개

인병원을 선호하고 개인의 조건과 맞는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이로 인
해 요양기간이 장기화 되고 현장복귀시 재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② 산재 승인기관에 대한 기준 재정립 촉구
일반사고는 현장에서 골절,좌상 등 업무와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 시킬 수

있으나,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골격계질환 뿐만 아 니
라 직업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작업 연관성
을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여 허리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외에 교통사고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진 사실이 있는지부터
조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신청자의 직무 및 작업자세 등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산재 승인이

아닌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기
업은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2)K기업 자체적 산재손실비용 감소방안
① 산재요양자에 대한 회사 급여보조금 제도 폐지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외 회사에서 지원되는 통상

임금의 40% 급여보조금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병원에서 요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면,누
가 현장에서 일하려 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애사심,직무만족
도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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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덕적 해이에 의한 요양자 패널티제도 도입
중앙일보[2006.02.17]에 의하면 2005년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적발한 엉터

리 산재환자수는 2675명에 달한다.K기업은 2003년에 268명이 산재요양을 하
였고 2004년 531명,2005년 343명이 산재요양을 하였다.하지만 K기업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요양자가 적발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설
령 적발된다고 해도 처벌기준이라든지 처벌방법에 대해 방안이 모색되지 않
아 그냥 지나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요양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③ 사내 자체치료시설의 최대 활용
근골격계질환 발병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자체 치료인력 및 시설

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이를 통해 발병자의 상태악화를 방지하고 경환
자,중환자를 분류하여 단계별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복귀시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복귀시점부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과를 관찰하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즉,자
체적인 치료시설을 통하여 증상호소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진료를 받도
록 하고,상태악화 방지 및 정성적인 치료를 통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하여
물리치료뿐만이 아닌 운동치료,재활치료를 통해 현장 복귀시 재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산재요양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기도 하
다.

④ 작업환경의 개선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분포를 분석,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고위험 순

으로 현장개선에 들어가야 한다.K기업에서는 설비개체변경 등 안전과 관련
해 매년 50억원씩 투자하고 있다.하지만 설비투자의 효과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산재발생이 작업환경적인 문제점에서라기보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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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마음가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서는 작업환경개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현재의 설

비투자가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져버려서는 안되기 때
문이다.

⑤ 사외요양자에 대한 회사의 애정과 관심표현
회사내 재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지 아니하고 외부 대학병원,개인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회사 복귀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
끼게 된다.
산재요양자는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

치료기관인 병원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겠지만,회사의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이들의 회사복귀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나날이 증가될 것이다.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1주일 또는
15일단위로 병원방문을 통한 고충처리,치료경과 관찰,기타 회사 상황 등을
들려주어 회사실정도 알게하고,회사에서 요양자 본인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K기업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04년 12월기준 입원 산재요양자가 200

명에서 2005년기준 100명으로 감소했으며,2006년도 10월을 기준으로 요양
자가 약 50명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즉 심리적 안정과 의학
적 치료가 동반되어야 산재요양자는 물론 회사의 산재손실비용 감소에도 많
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입원환자들에게 회사의 관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병

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해 줌
으로서 보다 좋은 치료환경을 조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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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기업의 산재손실비용 감소를 위한 안전경영활동의 방향

1.산재발생 감소방안
기업에서의 안전보건활동은 단순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경영 시스템의 한 축으로 접근되어야 하며,현재 국내 기업들
도 생산중심에서 인명중심으로 사고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기업에서
의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경영진의 안전경영활동 참여 및 확고한 의지
기업의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

다.경영진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의지 및 참여가 없다면 안전보건활동에
있어 장기전략 수립이 어려워진다.쉬운 예로 산재발생감소 프로젝트를 추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도 비용(투자),시간,전문인력 등 지원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현실과 기업 상황의 여려 장애요인에 의해 중단되거나 현실과 타
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기업에서는 경영진의 방침이 곧 기업의 중점
사업전략이 되고,모든 사업전략에 있어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2)안전경영활동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대기업의 경우 안전경영활동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편성에 있어 안전경영

활동에 유리한 조건에 있다.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만의 독자적인 안전활동
이 아니라 기업내 모든 조직의 협조하에 안전경영활동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
다.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미선임 되어있거나 안전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도 많다.또한 안전관리자가 선
임되어 있어도 총무부서,관리부서등 편입되어 있어 안전관리 업무가 중점적
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총무,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부수적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실에 대해 권영국은
“한국 산업안전관리자의 실태조사와 비교”(안전경영과학지,2000)에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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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안전관리 인력구성,안전관리자에 대한 대우 등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부서도 한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밝힌 바 있
다.
또한 일부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계약직이거나,프로젝트직원으로 채용

되어지고 있다.이것은 아직도 안전경영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영인과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원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인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경영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

지만,모든 기업이 기업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대기업들처럼 전문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기는 힘들 것이다.하지만 최소한의 인력과 환경을 조성하
여 산재발생예방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중소기업의 경우 단 1건의 중대사고
가 발생하여도 1년간의 순이익에 버금가는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3)시스템적 운영
안전점검,안전진단,안전교육 등 기업에서는 산업발생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형식적이거나,보고를 위한 활동,관계기관
의 점검시 책임회피 또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므로 별수 없이 추진하는 활동
이라면 산재발생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즉 형식성을 벗어나 안전경영활
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인으로부터 일반사원들 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안전경영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또한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에
서는 계획성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사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산재손실비용 감소방안
산재손실비용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다.기업에

서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욱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국가정책상으로도 산재보상법상 복지차원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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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고 있어 향후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발
생된 산재에 대한 손실비용 절감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기업의 산재
손실비용 감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1)작업조건 및 환경의 개선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진은 안전개선투자비를 불필요한 투자,투자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투자로 여기고 있다.하지만 국내 대기업 전기․전자
계열 및 자동차,조선업 등 노동집약적 사업계열에서는 이미 산재로 인한 손
실비용 증가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주의노력에 관계없이 안전한 설비,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즉 작업자가 잘못 실수를
범하더라도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또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이
러한 작업환경개선의 목적은 1차적으로 산재예방에 있으나 사고자가 현장복
귀시 사고를 재발하거나 노동피로,반복작업,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여 2차,3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이러한 활동에 의해 산업재해 발
생을 줄임으로써 산재손실비용을 절감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 및
장기요양 재해가 아닌 단순상해,통증으로 경미치료후 생산현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2)근로자의 의식전환
2005년도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산재환자는 2675명에 달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이는 근로자의 양심과 도덕적인 문제이다.물론 이러한 산재요양자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산재요양을 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현상
은 산재요양자가 장기간 요양으로 회사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작용
했을 것이다.이들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치료중인 병원에
방문하여 회사상황을 들려주고,요양자의 치료경과 및 치료중 불편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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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취해 고충처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단 방문목적에서 벗어나 회사복귀
를 강요한다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회사의 각별한 관심을 통해 근로
자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일원임을 인지시켜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산재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더욱 열
심히 치료를 받아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적은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활동사례는 K기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회사내 복지시설 확대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평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산재발생 및 손실비용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기업내 헬스장 및 휴게
실에 간단한 운동기구,벨트마사지기,안마의자 등을 비치한다면 간단한 통증
에 대해서는 근무하면서 스스로 운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굳이
장기간 요양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더 나아가 기업의 여건이 혀용된다
면 사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외에도 퇴행성,오십견,신
경통 등 일상치료가 가능토록 환경을 조성해 두는 것이 개개인의 복지 및 건
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사전관리 측면에서 경미한 단계에서
의 통증의 악화방지,사후관리 측면에서 치료중 또는 치료후 재발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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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론

본 연구에서는 K기업의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재손실비용
이 기업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K기업의 경우 연
도별 손익계산서상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순이익은 4,781억원이며,같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총손실비용은 약 490억원에 달한다.이는 5년간
총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이 기업경영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산재손실비용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다.하지만 K기업의 경우에서처럼 작은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에 상응하는 비
용이 산재로 인해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경영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회사측에서는 지속적인 설비개선투자와 안전보건투자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긍적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져버려서는 안될 것이며 산재요양
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사원들이 소속감과 애사심을 갖도록
인적관리에도 중점을 두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모든 작업자가 한마

음이 되어 산재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회사는 안전경영시스템운영,
경영층의 안전경영의지,지속적인 위험성평가,안전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안전
의식향상 등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이와 같이 기업들은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행해지는 안전경영활동을 통
해 고객들에 대한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

을 재확인 하였다.각 기업별로 상황과 특수성에 의해 차이점은 있겠지만,공
통적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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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경영활동이 기업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향후 단일 기업만이
아닌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
대시켜 안전경영활동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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