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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ⅰ

요 약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독일보다 10배 이상 높으며 사업주가 부
담하는 산재보험료율도 한국이 독일보다 20% 이상 높다. 이와 같이
한국보다 휠씬 낮은 독일의 산재사망률과 산재보험료율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독일의 노동조합/사업장 종업원평의회 등의 감독권, 입회
권, 공동결정권 등의 제도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프로그램에의 참여
이다.
사업장 안전보건 시행에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대한 행
사도구로는 독일은 단체협약, 종업원평의회, 사업장협약,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및 안전위촉자 제도가 있으며, 한국은 단체협약,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및 취업규칙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독일 제도들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분
석 및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에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첫째, 인간에게 적합한 노동형성 관련 사항 반영: 예를 들면, 피로/
부하 회복을 위한 단시간 휴식(1시간당 5～10분 등). 둘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조항을 삽입·강화: 예를 들면, 심리적 부하/스
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사업장 건강증진 방안 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첫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범위 확대: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ⅱ 요약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업
종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
권 확대(예, 공동결정권):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감독과 독일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준의
공동결정권의 확대. 셋째, 장애인근로자 대변인의 참여: 취약계층 근로
자로서 장애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전체 근로자의 약 2% 정도) 및
추후 고용확대를 감안할 때,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반영하는 장애인
근로자 대변인 제도 신설․운영.

3. 노사협의회
안전보건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 현재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 안전
보건에 대한 경영 차원의 노․사 참여 확대.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현재 위촉에 대한 가능 규
정을 위촉의무 규정으로 하여 사업주의 위무화. 둘째, 위촉범위 확대: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위촉을 의무화. 셋째, 업무의 종류
별로 위촉: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로 별도 위촉

5. 근로자대표
첫째, 참여권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장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준의 공동결정권에 관한 권한 부여. 둘째, 선출방법 명시: 근로자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법적으로 명시.

요약 ⅲ

6. 취업규칙
첫째, 산업안전보건조항의 작성․변경에 대한 집단적 결정방식 도입:
취업규칙상의 안전보건 규정의 작성․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발의, 그리
고 나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의 도입. 둘째, 10～29
인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사항 적극 반영: 소규모 사업장에 취
업규칙을 통하여 안전보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참여 확대.

7. 장애인근로자대표
첫째, 장애인근로자대표 제도의 도입: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들의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독일 장애인재활법(SGB Ⅸ)에서와 같은
장애인근로자대표 제도의 도입. 둘째,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의 논의
기구에 장애인근로자대표 참여: 이를 통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산재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한 참여 확대

서론 1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ILO 협약․권고에 의한 사업장 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규정의 발전

기술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초기의 ILO 협약․권고는 주로 근로감독
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1929년에 제정된 ILO 권고 제31호(산업재해
의 예방에 관한 권고)는 최초로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에 사업장 안전위원
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ILO 권고는 무엇보다
도 예방적 목표로서 근로자 행동의 영향을 지향하였다. 이와 동일한 목표
로 1947년 근로감독관에 관한 ILO 권고 제81호(근로감독에 관한 권고)에
서의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력에 관한 제안이다. 1947년 7월 11일에 채
택된 ILO 협약 제81호(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에서
근로자 참여는 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1974년 이래 ILO 컨퍼런
스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1974년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노동환
경을 계속되는 이상으로 결의한 후 1976년 7월 21일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에 관한 결의 속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다(Kohte, 199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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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을 포함한 인권의 자유로운 행사 및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모
든 차원에서 가능한 한 밀접한 협력은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
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그리고 산업민주주의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981년 6월 22일 채택한 ILO 협약 제155호(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에 근로자 참여가 폭넓게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제19조에 사업 차원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의
참여, 제20조에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기업에서의 이들의 대표자 간의
협력 등, 같은 날(1981년 6월 22일) 채택된 ILO 권고 제164호(산업안전보
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권고) 제12조에는 ILO 협약 제155호 제20조 규정
에 따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안전위원, 근로자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공동안전보건위원회 선정 및 노․사 동등의 대표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1988년 6월 30일 채택한 ILO 협약 제167호(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제6조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국내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고용주 및 근로자 간의 협력을 위한 조
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였다. 1995년 6월 22일 채택한 ILO 협약 제176호
(광산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에 최초로 취업자와 개인적 및 집단적 권
리가 산업안전보건에 밀접하게 연계되었으며, 제13조 및 제14조에는 근
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제15조에는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대표 사이의 협력을 명시하였다.
나.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에 의한 사업장 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규정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유럽연합지침(Council Directive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89/391/EEC) 제11조(근로
자 의견 청취와 근로자 참여) 제1항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
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있어서 특
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에 관하여,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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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책의 제안권, 제4항에는 이들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불이익금지 그
리고 제5항에는 시간 보장 및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지침상의 규정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자국 내의
법령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안전보건에 근로자 참여 규정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1982년부터이다. 법 제정시에 근로자 참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6조)
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이 참여하여 산업안전보건사항의 심의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개정시에 작업
환경 측정시 근로자대표의 입회(제44조) 및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
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제50조)를 규정하였다. 1990년대 중반
사업장 안전보건사항에 근로자 참여권 확대를 위한 노동계의 요구에 의
하여 1995년 1월 및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와 별
도 설치(제1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제61조의 2) 등의 규
정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라.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근로자 참여 규정

영국은 작업장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및 안전대표․안전위원회 규정(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ees Regulations 1977)에 의거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에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활동의 계획․실시․검토․개선
단계에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직무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OSHA)에 의거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주 및 기타 정부 단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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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안전보건위원회 및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 관련 서류보존 요구,
OSHA 감독 활동시 입회 등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rbeitssicherhatsgesetz 1973)
에 의거한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 SGB Ⅶ)에 의거한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가 있
으며 사업장 종업원평의회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의거한 사업
장안전보건사항에 관한 종업원평의회의 사업주에 대한 감독권, 정보권․
청취권, 입회권․자문권 그리고 공동결정권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독일
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사
업주와 종업원평의회와의 공동결정을 통한 근로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
하고 있다(종업원평의회법 제87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로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사항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 범위가 가장 넓게 규정되어 있는 독일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다.

2. 연구의 목적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1월 제1차 전문 개정시에 독일 자문관
의 자문을 받아 제조자가 책임지는 기계․기구 안전 및 당해 기계․기
구․설비에 대한 검사 등의 사항이 도입․반영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근로자 참여 제도에 대하여 1990년
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된 논의 및 관련 법령 개
정․보완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이에 비하여 근로자 참여 제도가 선진산업
국들 중 가장 폭넓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제도 및 현황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제도상의 미비점 및 취약점
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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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한국
산업안전보건 법령 제정의 정치적 형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그의 의
견서, 입장 표명 성명, 요구서, 행동 들을 통하여 정부의 법률(안) 및 국회
의원의 법률(안)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장 안전보건의 시행에 있어서 근로자(노동조합)는 사업장 밖의 차
원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이용한다.
1)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위원회
에 참여
2) 정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의 계획에 참여. 예: 산업안전선진화 3개
년 계획(1996～1999), 제1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00～2004) 등.
3)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한 참여
4) 국가공업표준 제정에 참여(그림 1-1 참조)
사업장 안전보건의 시행에 있어서 근로자(노동조합)는 사업장 차원에
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이용한다.
1) 사업장 단체협약을 통한 공동결정권 행사
2)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동결정권 행사
3) 사업장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권 행사
4)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한 참여
5) 근로자대표를 통한 참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노동조합) 참여에 한정하여 연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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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정치적 형성과 사업장 시
행에 노동조합(근로자)의 참여 : 한국
법령 제정
-

노동조합(근로자)
- 법령 제․개정 요구

국회의원의 법률(안)
정부의 법률(안)
국회의 법률(안)의결
법령 공포

- 법령(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 표명
- 국회 청원
- 제․개정을 위한 활동

사업장 밖에서 산업안전보건에의 참여
- 공동결정권, 협의권, 자문권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위원회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계획
·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국가공업표준 제정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의 참여
- 공동결정권, 협의권, 자문권
· 사업장 단체협약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

2. 연구 범위: 독일
산업안전보건 법령 제정의 정치적 형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그의 의
견서, 입장표명 성명, 요구서, 행동 등을 통하여 정부의 법률(안)에 영향
을 미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법령, 지침 또는 권고
들은 독일 법령에 반영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들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담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법령에서는 이 최소
한의 요구조건 이상을 담을 수 있다.

서론 7

[그림 1-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정치적 형성과 사업장 시
행에 노동조합(근로자)의 참여 : 독일

법령 제정

노동조합(근로자)

- 정부위원회의 법률(안)
- 정부의 법률(안)
- 연방하원(Bundestag),
상원(Bundesrat)의 법률(안)
의결
- 법령 공포

- 법령 제․개정 요구
- 법령(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
표명
- 법령(안)에 대한 노조의 의견
제시
- 제․개정을 위한 활동

사업장 밖에서 산업안전보건에의 참여
- 공동결정권, 협의권, 자문권
· 단체협약(업종별, 지역별)
· 노·사자치운영(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 국가공업표준 제정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의 참여
- 공동결정권, 협의권, 자문권
· 종업원평의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협약
· 안전위촉자

사업장 안전보건의 시행에 있어서 근로자(노동조합)는 사업장 밖의 차
원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이용한다.
1) 단체협약을 통한 공동결정권 행사, 예를 들면 산업별 단체협약, 업종
별 단체협약, 기업별 단체협약
2) 법정 산재보험의 노사 자치운영에 참여
3) 국가공업표준 제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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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참여. 예: ‘노동생활의 인간화’ 프
로그램, ‘기술과 노동’ 프로그램, ‘새로운 노동의 질’ 프로그램([그림
1-2] 참조)
사업장 안전보건의 시행에 있어서 근로자(노동조합)는 사업장 차원에
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이용한다.
1) 사업장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공동결정권, 협의권 행사
2)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
3) 사업장 협약을 통한 협의권 행사
4) 안전위촉자를 통한 참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노동조합) 참여에 한정하여 연구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독일 부분은 문헌 및 설문조사 분석 문헌연구를 기
초로, 그리고 한국 부분은 설문조사 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독일 부분에 대한 확인 및 한국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독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를 통하여 보완을 한 후 양국간의
제도 및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
제1장(서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제도에 관한 ILO 규
정의 발전과정, 유럽연합(EU)의 규정과 한국과 외국 선진산업국의 참여
규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외국사
례 비교로써 독일 사례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독일의 산업재해, 작업관련성 질병 현황, 산업안전보건에
의 근로자 참여 제도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제도로서 단체협약,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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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의회, 사업장 협약,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안전위촉자 관련
법령 및 현황을 정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산업재해, 업무관련 질병 현황,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제도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참여 제도로서 단체협약, 노사협
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그리고 취업
규칙 관련 관계 법령 및 현황을 정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들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통한 시
사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 제도의 문제점의 요약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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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제 1 절 산업재해, 직업관련성 질병 발생 현황
1. 사망재해 발생 현황
2005년도 독일의 산재보험 피보험근로자(Vollarbeiter: 완전취업근로자)
는 2,944만 5,332명이며, 이 중 589명이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여 사망재해 천인율은 0.020이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
은 임금총액의 1.31%이다(표 2-1 참조). 반면에 2005년도 한국의 사망재해
발생천인율(0.225)은 독일(0.020)에 비하여 11배나 높으며, 사업주가 부담
하는 산재보험료율도 2005년도 한국(1.62%)이 독일(1.31%)에 비하여
23.7%가 높다(표 2-1 참조). 독일의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1.30%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산재
보험료율은 2003년을 최저점(1.36%)으로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07년에는
1.98%에 이르러 지난 4년간(2003～2007년) 연평균 15.5%씩 상승하였다.
독일의 이와 같은 낮은 사망재해율 및 지속적인 산재보험료율의 감소
는 ―즉 산업안전보건과 관계된 작업장 조건의 개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의 감소― 그 요인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Yoon, 19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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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사업장 사망재해 현황 : 한국과 독일
근로자수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
독일
1)
2)
(피보험자) (Vollarbeiter)
10,229,180
17,057,326
779,053
19,611,092
3,752,975
20,185,247
7,542,750
25,559,369
9,485,557
30,843,368
10,851,186
30,733,399
10,571,279
30,004,467
10,599,345
29,662,749
10,473,090
30,208,194
11,059,193
29,445,332

사망재해자수
한국

독일

639
1,273
2,236
2,528
2,748
2,605
2,923
2,825
2,493

3,564
3,021
2,696
1,807
1,086
825
811
773
735
645
589

사망재해
평균 산재보험
3)
천인율
료율(%)
독일
한국
한국 독일
1)
2)
(피보험자) (Vollarbeiter)
0.348 1.69
0.177 1.51
0.820
0.137 2.25
1.38
0.339
0.090 1.08
1.46
0.296
0.042 1.64
1.36
0.267
0.027 1.76
1.31
0.260
0.026 1.67
1.31
0.246
0.026 1.49
1.33
1.35
0.276
0.025 1.36
0.270
0.021 1.48
1.33
0.225
0.020 1.62
1.31
1.76
1.98

주 : 1) 피보험자의 연평균 근로시간 2004년 2,366.2시간, 2005년 2,340.8시간.
2) 산업부문 환산 완전취업근로자(Vollarbeiter)의 연평균 근로시간 2004년 1,580시
간, 2005년 1,570시간.
3) 산재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백분율(%)임.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 40년사, 2004, p.768
노동부, 2005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2006.
HVBG, BG-Statistiken für die Praxis, 2005, p.8, 28, 29.

- 노동조합/사업장 종업원평의회의 산업안전 보건프로그램에의 참여
- 법정 산재보험의 노․사의 자치운영에서의 협력
- 산재보험조합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공학적 자문․지도
- 정부 차원의 ‘노동의 인간화(Humanisierung des Arbeitslebens)’ 프
로그램 및 뒤이은 ‘기술과 노동(Technik und Arbeit)’ 및 ‘새로운 노
동의 질(INQA: Initiative Neue Qualität der Arbeit)’ 프로그램의 추진
- 산업안전보건에의 연구투자 및 그 결과의 현장에의 응용
- 정부의 사업장 감독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공장의사 선임.
독일 산재보험의 사망재해율의 지속적인 감소 경향과는 반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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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는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표 1-3 참조). 즉
기술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
자(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산재사망율의 뚜렷
한 개선을 목표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노동조합)의 역할과 관
련된 한국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안전보건의 구조변화: 합리화 및 이로 인한 심리적 부하/스
트레스, 직업관련성 질병의 증가
지난 10여 년 전부터 여러 경험적인 조사들을 통하여 부하 및 이로 인
한 영향의 변화추세가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심리적 부하
(Oppolzer, 2004: 25).
작업관련성 질병 원인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은 심리적 부하와 관계된
다. 작업관련성 질병의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높은 작업강도, 강한 집
중력 강제, 높은 작업 템포 및 시간 압력, 계속되는 과도한 요구, 단조로
움,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긴장 및 충돌, 불충분한 직업적 발전가능성 및
일자리 상실에 대한 공포(Oppolzer, 2004: 511～512).
독일의 기업건강보험(BKK: Betriebskrankankasse) 연맹의 계산에 의
하면 심리적 질병에 의한 소득능력 저하로 인한 조기퇴직이 2002년도에
여성의 경우 36%, 그리고 남성의 경우 23%를 차지하였다(Oppolzer,
2004: 25).
독일의 연금관리운영기관연맹(VDR: Va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의 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 법정 연금보험에서 소득능력
저하로 174,387명의 수급자가 새로 발생하였다(소득능력상실 142,587명,
부분적 소득능력상실 31,800명). 이 중 29.13%가 정신장애자 및 행동장애
자, 20.18%가 근골격계 질환자, 그리고 12.34%가 심혈관계 질환자이다
(표 2-2 참조).
한스-뵈클러 재단(Hans - Böckler - Stiftung) 경제사회연구소(WSI)의
2004년도 조사에서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에 대하여 사업장 종업원들의 건
강 부하와 부하 예방에 대한 사업장의 경험과 예측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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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소득능력 감소로 인한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질병진단그룹별 분포 : 2003

(단위 : 명, %)
신규수급자 수

비율

1. 근골격계 질환

진단그룹

35,189

20.18

2.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

50,804

29.13

3. 심혈관계 질환

21,527

12.34

4. 암

25,417

14.58

5. 기타

41,450

23.77

174,387

100.00

전 체

자료 : BAuA-Internet: http://www.baua.de/info/statistik/stat_2003/rreno3.htm

독일 전역에서 민간기업의 2,177개소의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와 공공부문
사업장 종업원평의회가 설문에 응하였다. “지난 5년간 시간 압박, 노동강
도 및 책임감 압박 같은 정신적 노동 부하가 증가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의 9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WSI,
2004: 2)(표 2-3 참조).
독일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총연맹과 독일기업 건강보험연맹(HVBG/
BKK)에서 행한 2004년도 안전보건전문가 535명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에 의하면 피조사자들은 현재의 작업에 기인한 부정적 부하가 향후 5년
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신적․부정적 부하는 32%에서 43%로
11%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육체적․부정적 부하는 38%에서 31%로 7%
포인트 감소하고, 작업환경에 의한 부정적 부하는 30%에서 26%로 4%포
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Paridon/Bindzius/Windemuth/HaβenPannhausen/ Boege/Bochmann, 2004: 9). 설문 대상자에게 부정적 부하
<표 2-3>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의 관점에서 본 지난 5년간 노동 부하의 증가
(단위 : %)

육체적 노동 부하

정신적 노동 부하

증가함

34

91

변함 없음

37

7

감소함

29

2

자료 : WSI-Mitteilungen(200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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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정신적․부정적 부하가 될 수 있는 징후들의 관련성
부하의 종류

응답비율(%)

1. 노동 내용
1. 1. 낮은 재량권․결정권

59.3

1. 2. 단체와 의사소통에 대한 높은 요구

41.9

1. 3. 까다롭지 않은(단조로운) 과제

32.7

1. 4. 높은 책임감

34.0

1. 5. 높은 정신적 요구

32.7

1. 6. 높은 육체적 요구

21.3

2. 노동 조직
2. 1. 시간 압력

81.5

2. 2. 관료직

53.6

2. 3. 부가적 부하

32.7

2. 4. 부적합한 노동시간

29.7

2. 5. 동료와 고립된 노동

20.8

3. 노동 환경
3. 1. 작업환경(예: 소음, 기후)으로부터의 부하

61.7

3. 2. 비인간공학적 작업장

47.3

3. 3. 비인간공학적 작업도구

28.2

4. 노동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
4. 1. 관리자와의 나쁜 관계

78.3

4. 2. 충돌․갈등

57.6

5. 기업적․사회적 조건
5. 1. 일자리 불안감

70.7

5. 2. 나쁜 기업문화

62.2

5. 3. 결여된 직업적 발전가능성

36.6

5. 4. 변화된 노동조건

32.7

5. 5. 낮은 직무위치

18.3

6. 개인적 영향
6. 1. 결여․손상된 사회적 관계

65.1

6. 2. 경제적 문제

45.2

6. 3. 건강문제

35.2

6. 4. 가사일, 자녀양육, 가족부양

35.2

자료 : HVBG/BKK, Ausmaβ, Stellenwert und betiebliche Relevanz psychicher
Belastungen bei der Arbeit, 200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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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는 6개 분야의 총 25개 부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6개 분야
는 노동 내용, 노동 조직, 노동 환경, 노동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 기업
적․사회적 조건 그리고 개인적 영향이다(표 2-4 참조). 이와 같은 질문
에 대하여 부정적 부하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은 시간
압박, 관리자와의 나쁜 관계, 일자리 불안 및 결여․손상된 사회적 관계
이다. 부정적 부하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낮은 항목은 비인간공
학적 작업도구, 높은 육체적 요구, 동료와 단절된 노동 그리고 낮은 직무
위치이다(표 2-4 참조).
노동에 있어서 부정적․정신적 부하의 증가는 정신적 피해, 손상 및 질
병 증가의 원인이다(Oppolzer, 2005: 3).

제 2 절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제도의 발전 과정

독일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중요한 근로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사항과
인사적 사항에 대한 공동결정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를 인정하
게 된 동기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근로조건 내지 작업
조건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물론 19세기 초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동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노사동수의 사업장 단체나 근로자
위원회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일부의 종교단체 등에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자발적인 근로자위원회를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1). 그러
나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 참가방식의 공동결정의 단초는 1890년의 황
제 칙령에 의한 것이었다2). 즉 오늘날 우리나라의 취업규칙처럼 사업장
단위에서 질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함께

1) Reichold, Betriebsverfassung, als Sozialprivatrecht, 1995, S.29ff. 공동결정의
역사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Teuteberg, Geschichte der industriellen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1961 참조.
2) 1890년 2월의 황제 칙령으로 노동자위원회가 설립되고 근로자보호법이 통과되
었다(Schneider,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 2000,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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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여 1890년 2월 4일의 황제 칙령은, 건강의 유지와 윤리적 명령, 노
동자의 경제적 보호필요성, 법적인 균등대우 청구권이 유지되도록, 근로
시간․근로의 종류 등을 규정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영업령(Gewerbeordnung)의 개정으로서 이러한 황제의 칙령에 후속한,
1891년 6월 1일의 근로자보호법(Arbeiterschutzgesetz)은 사업장 내 공동
결정의 효시가 되었는바, 공장의 기업주들은 근로시간, 임금 계산과 임금
지급의 시기와 해고예고, 사업장 질서와 근로자들의 행동에 관한 규정들
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다(영업령 제134조 b). 물론 이
러한 취업규칙의 작성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였
지만, 이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고, 상설 노동자위원회가 존재하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이 규정
은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청취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
었다(영업령 제134조d)3) ―이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우리나
라 근로기준법 제96조와 제97조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다―이로
써 처음으로 노동자위원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업장 질서에 참가하
게 되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광산 분야와 1900년도의 바이
에른, 1905년도에 프로이센에도 의무적인 노동자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
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인 1916년 12월 5일의
전시동원법(Hilfsdienstgesetz)에 의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전쟁
과 생필품 생산에 중요한 영역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위원회와 사무직 근
로자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였다.4) 이로써 사업장 내 경영참가와 공동결
정이 발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만들어짐으로써, 단체협약 체계와 병행
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형성의 또 다른 형태로서 경영참가가 자발적으
로, 그리고 그 조직과 형성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확정된 근로자대표 제도
가 도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장 내 경영참가와 공동결정의 발전에는
당연히 산업안전과 보건이 포함되며, 앞의 황제 칙령에서도 보는 바와 같
이 근로자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근로자 참여의 대상이 되었다.

3) Reichold, a.a.O.,
4) Reichold, a.a.O., S. 18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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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참여

Lee(1987)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의도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
로서 단체협약을 통한 공동결정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이에 해당된다.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회(DGB-Bundesvorstand)에서
개발한 개념인 ‘작업장에서의 공동결정(Mitbestimmung an Arbeitsplatz)’
은 노동조합의 확인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동결정의 목표
로 일자리 안정, 산업안전보건, 근로조건 개선, 능력과 기능의 보장 및 개
발, 그리고 상명하복(Hierachism) 및 통제의 제거․감소가 설정되어 있
다”(Lee, 1987: 486).

1. 관련 법령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TVG)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
약은 단체협약 당사자들의 귄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협
약 체결, 노동관계의 종료,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사업장 공동결정법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범을 담는다5)6).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정
5) 단체협약의 종류로는 임금단체협약(Lohn- und Gehaltstarifverträge), 임금개
괄단체협약(Lohn-und Gehaltsrahmentarifverträge), 총괄단체협약(Manteltari
fverträge), 기타의 단체협약(Sonstige Tarifverträge)가 있다(Kempen/Zahrt,
1997, p.243)
6) 단체협약의 전형적인 내용으로는 임금(Lohn), 근로시간(Arbeitszeit), 합리화보
호(tariflicher Rationalisierungsschutz), 기술적․조직적 변경(tarifliche Regelu
ng bei technologischen und organisatorischen Veränderungen), 근로조건(Arb
eitsbedingungen), 사업장환경보존(Betrieblicher Umweltschutz), 기능향상(Qu
alifikation), 노동조합활동보장(Tarifrerträge zur Verbesserung der gewerksch
aftlichen Arbeit), 사업장공동결정(tarifliche Gestaltung der betrieblichen Mitb
estimmung), 기업구조 사항의 변경(Änderung der Unternehmensverfassung),
구체적 사항의 공동결정(Sach- und problembezogene Mitbestimmung), 경영
예측(Perspektiven), 사업장 외적사항의 공동결정(Erweiterung der überbetrieb
lichen Mitbestlimmung), 노사공동시설(gemeinsame Einrichtunge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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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2항).
단체협약법 제2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7)과 개별
사업주 내지는 사업주 단체(중앙조직)는, 그들이 위임권을 가졌다면, 연
맹의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조직들은 단체협약의 체
결이 그들 정관상의 업무에 속한다면, 그들 스스로 단체협약의 한쪽편 당
사자가 될 수 있다.
단체협약법 제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당사자 구성원과 스스로 단체협
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이행의무가 있다(제3조 제1항8)). 사
업장 관련 사항 및 사업장 공동결정권에 관한 단체협약의 법규범은 단체
협약 이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제2항). 단체협
약 이행의무는 단체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제3항).

2. 현 황
한스-뵈클러 재단은 2005년 3월 민간부분 기업의 2,007개소와 공공부
문 기업의 1,300개소의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에서 다루어주기를 바라는 주제
들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고용안정(93%)이며, 다음은 임금(보수)
안정(89%), 협약노동시간보장(81%), 유연노동시간(71%), 노동강도 제한
(70%), 불안정한 고용관계(69%), 직업과 가정의 조화(69%), 기업 차원의
노령자 원호보장(67%), 재교육(65%), 기업 차원의 건강보호/환경보호
(62%) 등의 순이다(표 2-5 참조).
(Kempen/Zahrt, 1997, pp.242～246).
7) 독일의 노동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1949년에 재건되었으며, 이때 산업
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출범하였다:“Die Gewerkschaften entstanden 1949 als
Einheitsgewerkschften, die allen Arbeitnehmern oftenstanden. Es sollte eine
Einheitsgewerkschaft nach dem Industrieverbandprinzip sein, in der
Arbeiter, Angestellte und Beamte vertreten waren.”(IG Metall, 1993, p.12)
8) 단체협약법 제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단체협약 이행의무는 단체협약을 체결
한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주 단체의 회원인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과 기업이 체결한 기업단체협약(Firmentarifvertrag)의
사업주에게 작동된다(Kempen/Zahrt, 1997, 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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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1848년 출판사 단체협약 최초안은 4개의 중점사항 ―견습생 교육훈련,
임금, 노동시간, 기계의 투입― 하에 두 개의 주제, 즉 건강과 노동조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 수 있었다: 야간노동의 제한을 통한 건강을 손상시키
며 비사회적인 노동시간의 감소와 잘 훈련된 인쇄공을 통한 인쇄기계의
최소한의 투입”(Däubler, 2003: 661)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사합의된 노동과정의 사업장 조직적 형성에 관한
사업장 규범들 외에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에 관한 임금협약은, 만약 이것이
의미와 목적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이행요구를 하기를 원한다면, 역시
내용 규범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단말기와 단말기작업장 설계․
설치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또는 투입규정에 있어서(Däubler, 2003; 662).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사례들은 <표 2-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단말기 작업, 컨베이어시스템 작업 등
에서 ‘노동의 인간화’와 연관하여 유급 단기휴식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
되었다. 예를 들면, “평일은 보다 나아져야 한다(Werktage müssen
besser werden)”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수준 높은 단체협약 정책의
표어였으며, 이는 노동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였다(Peters, 2002: 424).
단말기 작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유급 단기휴식은 1996년 제정된 단말
기 작업시행령(Bildschirmarbeitsverordnung von 1996)에 명시됨으로써
단체협약상으로는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06년 5월부
터 시행하는 노르드뷰르템베르크(Nordwürtemberg)와 노르드바덴(Nordbeden) 지역 금속업 총괄단체협약 Ⅱ(LRTV Ⅱ) 규정의 시행을 위한 단
체협약에 1시간당 5분간의 피로회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Oppolzer,
2006: 5).
“단체협약은 사업장 안전보건의 형성(설계, 설치)에 오늘날까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Pieper/Vorath, 2005: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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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종업원평의회가 단체협약에서 다루어주기를 바라는 주제
(단위 : %)

주제

비율(%)

1. 고용안정

93

2. 임금(보수)안정

89

3. 협약노동시간보장

81

4. 유연노동시간

71

5. 노동강도 제한

70

6. 불안정한 고용관계

69

7. 직업과 가정의 조화

69

8. 기업 차원의 노령자 원호보장

67

9. 재교육

65

10. 기업 차원의 건강보호/환경보호

62

11. 고령근로자 파트타임근로

59

12. 동독 지역 임금과 서독 지역 임금의 표준화

55

13. 새로운 기술 및 작업형태의 도입

51

14. 기업 구조변화를 위한 규정

50

15. 남녀평등

44

16. 영리관련 금전지급

41

17. 노동시간 단축

28

이중
- 초과 근로시간 단축

86

- 주당 근로시간 단축

71

- 연간 근로시간 단축

55

주 : 중복 응답.
자료 : Bispinck, WSI-Mitteilungen 6/2005, p.306(원자료: 4. WSI-Befragung von Betriebs- und Personalrten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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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예
1. 제조업 컨베어시스템 작업 및 도급 작업에서 단체협약에서 인간에 적합한 노동형성
관련 잠시 노동부하 해소를 위한 단시간 유급휴식:
사례: 1) 제과업에서 1시간당 5～10분간의 단기 유급휴식(1962) 및 뒤이은 식료품업
의 57개의 단체협약
2) 독일연방과 베른린 지역 의류업 근로자를 위한 총괄단체협약(Manteltarifer
trag) 제17조에 의한 1일 8시간 노동 중 총30분의 단시간유급 휴식(1979)
3) 금속업 근로자를 위한 임금총괄협약 Ⅱ(Lohnrahmentarifvertrag Ⅱ) 제3.14
항에 의한 1시간당 5분 피로회복 시간 및 신체적 욕구를 위한 최소한 3분
간 휴식(1973)
4) 폴크스바겐사 종업원을 위한 임금원칙에 관한 단체협약 제7조에 의한 1시
간당 5분간 피로회복 시간과 신체적 욕구를 위한 3분간 휴식(1984)
5) 바덴-뷰르텐베르크 지역 귀금속․시계업 종업원을 위한 총괄단체협약 제19
조에 의한 1시간당 5분간 피로 회복시간과 신체적 욕구를 위한 3분간 휴식
(1984)(Oppolzer, 1992: 108～109)
2. 바덴-뷰르템베르크 지역 금속업 임금협약 Ⅱ 및 총괄단체협약(1973. 10. 20)에서 노동
강도를 제한하기 위한 휴식 및 컨베어시스템 사이클 주기와 같은 규정(Däubler, 2003:
666)
3.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매체산업(IG Medien) 총괄단체협약(1989. 3. 10) 제29조
(1) 개인적 고충제기권, (2) 적합한 전문가 및 기관을 이용할 권리, (3) 개선된 정보협
력, (4) 사업장 종업원평의회 조사권, (5) 예방목표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력”(Zwingm
ann, 1989: 716～718).
4. 단말기 작업에서 피로회복을 위한 단시간 유급휴식
사례: 1) 단말기작업장에서 노동에 관한 총괄단체협약(Manteltarifertrag) 제4조에 의
한 사진업 취업자를 위한 1시간당 최소 5분의 유급 피로회복 시간(1980)
2) 운송회사 Richard Ihle의 종업원을 위한 총괄단체협약 제2조에 의한 1시간당
10분간 유급휴식(1981)
3) 프라이부르크(Freiburg) 소재 Rudolf Haufe 출판사 종업원을 위한 총괄단체
협약 제6조에 의한 1시간당 10분 유급 피로회복 시간(1983)
4) Schväbisch Gmünder Ersatzkasse(질병보험금고)의 종업원을 위한 단말기작
업장에서의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제4조에 의한 접수부서와 수납부서
정보처리 여직원을 위한 1시간당 15분 유급휴식 및 재정부서의 정보처리 여
직원을 위한 매 2시간당 15분 유급휴식(1983)
5) 원호청(Volksfürsorge)에서 단말기 자료입력에 관한 단체협약 제7. 3조에 의
한 단말기에서 처음 1～5시간 노동 매 시간마다 10분간 유급휴식 및 이후 매
시간마다 15분씩 유급휴식(1990).(Oppolzer, 1992: 109～110)
5. 노르드뷰르템베르크(Nordwürtemberg)와 노르드바덴(Nordbaden) 지역 금속업 총괄
단체협약 Ⅱ(LRTV Ⅱ) 규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협약에 의한 1시간당 5분 피로
회복을 위한 협약(2006)(Oppolzer, 2006: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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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1. 사업장 종업원평의회
1. 관련 법령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Arbeitschutzgessetz)9)의 제정과 관련 시행령
들의 제정 그리고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SGB Ⅶ10))에 의거한 산재
예방 규정들을 통하여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정보권, 참여
권 및 공동결정권이 내용상 현저히 재평가되었다(Pieper/Vorath, 2005:
172).
가. 감독권(Überwachungsrecht)
사업장 공동결정법(Betriebsverfassungsgesetz: BetrVG)11) 제80조 제1
9) ‘Arbeitsschutzgesetz’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번역한다. 동법의 원명은
Gesetz über die Dürchführung von Maβ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Arbeitsschutzgesetz - ArbSchG)이며, 1996년 8월 7
일 제정되어(BGBl, I S, 1246) 8월 21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유럽연합지침
EG Richtlinie 89/391/EWG와 Richtlinie 91/383/EWG의 독일법령에의 반영
을 기하고 있다(Stürk, 1997, p.24).
10) SGB Ⅶ(Siebtes Buch Sozialgesetzbuch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vom 7. August 1996(BGBL. IS. 1254)를 ‘산재보험법’으로 번역한다.
11) Betriebsverfassungsgesetz를 김치선은 ‘사업장 공동결정법’으로 번역하고 있
다. 그는 1920년의 Betriebsrätegesetz와 1946년의 Betriebsrätegesetz는 공히
‘종업원평의회법’으로 번역하였으며, 1952년 제정된 Betriebsverfassungsgesetz는 ‘종업원대표법’으로 그리고 1972년 대폭 개정된 Betriebsverfassungsgesetz는 ‘사업장공동결정법’으로 구별하여 번역하였으며, 1952년의 법과 1972
년의 법은 일본과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경영조직법’으로 번역하나 그러한
번역은 법률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치선(2003), 독일의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23

항 제1호(§80 Abs. 1 Nr. 1 BetrVG)12)에는 사업장종업원평의회는 근로
자를 위한 현행의 법률, 시행령, 산재예방 규정, 단체협약 및 사업장 협정
의 시행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시찰을 할 권한을 갖는다. 이 경우 사업주는 종
업원평의회에게 아무 때나 사업주의 동행 없이 관리자에게 종업원평의회
위원이 사업장 모든 곳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장 종
업원평의회가 사업장 시찰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
면 평의회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주지시키고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종업원평의회는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게 안전
규정과 산재예방 규정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Klebe/Ratayczak/
Heilman/ Spoo, 2003: 354～55).
나. 정보권․보고권․자문권
(Informations- bzw. Unterrichtungsrechte)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0호 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장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공동결정법상 주어진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적시에 폭넓은 보고를 받아야 하며13)14) 사업주는 평의회의 요청에 의하
여 언제든지 평의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계획 단계에 적시에 종업원평의회에
공동결정제도, p.90). 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BPersVG) vom 15.
März 1975(BGBl. I S. 693)을 ‘공공부문 사업장 공동결정법’으로 번역한다.
12)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두 가지 기본 개념을 내포한
다: 하나는 근로자보호법의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근로
자의 권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종업원평의회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를 도
와야 하는 것이다(Däubler/Kittner/Klebe, 2004, p.1205).
13) 이와 같은 종업원평의회의 총체적인 업무 및 권한은 사용자가 자료에 근거한
보고 및 이들 자료들을 종업원평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냐하면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의미있는 준비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lebe/Ratayczak/Heilman/Spoo, 2003: p.358).
14)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0조 제2항은 사업주의 보고의무와 관련한 일반적 규정
이며 이 법과 타 법률에서의 사업주의 별도의 보고의무와 동시에 이를 수용
하는 법률 요건(Auffangtatbestand)이다(Däubler/Kittner/Klebe, 2004,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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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들의 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장, 사무실 및 기타의 사업
장 공간들의 신설, 변경, 증설 ② 기술적 기계․설비15) ③ 작업공정 및 작
업절차 ④ 작업장16)(사업장 공동결정법 제90조 제1항). 사업주는 예상되
는 대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노동의 종류와 이로부터 야기되
는 근로자에게의 요구 등을 종업원평의회의 제안과 생각이 계획 단계에
고려되도록 적시에 종업원평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7). 여기에서 사업주
와 종업원평의회는 인간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성(설계, 설치)에 대하여
확인된 노동과학적인 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제90조 제2항).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rbeitssicherheitsgesetz: ASiG)18) 제
9조19)의 사업주와 종업원평의회와의 협력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장 의사
와 안전관리자는 종업원평의회에 산재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필요사
항들을 보고하여야 한다20). 공장장에 대한 사업장 의사와 안전관리자의
15) 단지 기술적(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업적(관리적) 영역까지 ―만약 여기
에 기술적 기계․기구를 투입한다면―를 의미한다(Klebe/Ratayczak/Heilman
/ Spoo, 2003: p.413).
16) 작업장 계획시의 정보․자문권은 단지 개별 작업장 계획에서의 종업원평의회
의 정보권·자문권에 근거하며, 이로써 근로자에 대한 기능요구가 근로자의 육
체적․심리적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동환경으
로부터 나오는 작업장에 미치는 유해 영향을 차단하거나 제어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계 및 기타 운전설비의 공간적 규정 및 형성, 노동상황에 부응하
는 근로자의 작업공간 요건, 높은 육체적․정신적 악영향 업무에서의 해소시
스템, 청소년․중증장애자․기타의 보호대상 그룹을 위한 노동투입 제한, 분
진․가스․소음과 같은 유해 영향의 차단 및 빠른 작업 사이클의 감소 등을
말한다(Klebe/ Ratayczak/Heilman/Spoo, 2003, p.413).
17) 여기에서 종업원평의회의 자문은 대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작업의 종류에 대한 영향(예: 노동분업도, 자동화 정도,
작업 템포, 개별작업․팀작업, 작업내용) 및 근로자에 대한 요구(예: 지식, 숙
련, 책임, 부하, 환경영향)에 대하여 보고되어야 한다(Klebe/Ratayczak/
Heilman/Spoo, 2003; p.415).
18) Arbeitssicherheitsgesetz(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vom 12. Dezember 1973(BGBl.
I S. 1885))를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으로 번역한다.
19)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제9조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과 산재
예방에 관한 사항들과 관련된 기구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촉진하고 확실히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장 의사 및 안전관리자의 종업원평의회와의 협력
의무·지원의무를 문서로써 명시한 것이다(Anzinger/Bieneck, 1998,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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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학적․안전공학적 대책들의 제안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종업원평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주로부터 산재예방에 있어서 관련 관청, 산재보험
조합 및 단체로부터 받은 감독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위촉자(Sich
erheitsbeauftragte) 간에 이루어진 면담 내용에 대한 사본을 제공받는다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9조 제5항)21).
생물학적 물질령(Biostoffverordnung)22)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위험
업무 종사자와 종업원평의회에게 취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업장 운전 장해와 사고에 대하여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제13조 제1
항～제3항에 언급한 당해 관청에 신고하는 생물학적 작업물질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들이 종업원평의회에 제출되어야 한
다23).
위험물질령(Gefahrstoffverordnung)24)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위험물
질 취급업무에 있어서 사업주는 발암성, 유전자 변형성 또는 임신능력 저
해성 위험물질의 취급시 종업원과 종업원평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5).
20)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제9조 제2항의 사업주의 종업원평의
회에의 보고의무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정보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
는 것이다. 왜냐하면 쌍방 간의 정보만이 한 사업장 내에서 필요한 파트너적
협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Anzinger/Bieneck, 1998, p.240).
21) 사업장 공동결정법(BetrVG) 제89조 제5항에 의한 사본의 제공 요구는 사업장
종업원평의회가 참여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개별 대책(예: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 사고조사 등)에 한한다(Klebe/Ratayczak/Heilman/Spoo,
2003, p.411).
22) Biostoffverordng(Biostoff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chutz
bei Tätigkeiten mit biologischen Arbeitssoffen vom 27. Januar 1999(BGBl.
I S. 50))을 ‘생물학적 물질령’으로 번역한다.
23) 생물학적 물질령(Biostottverordnung) 제13조(신고의무·기록의무)
(1) 사업주는 생물학적 위험물질 그룹 1, 2 또는 4에 해당하는 물질의 취급을
취급 30일 전에 당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 ① 사업주 및 취급책임자의 성명과 주소, ② 작업장 안전보건 책임자의 성
명과 자격, ③ 위험성 평가결과, ④ 생물학적 물질의 종류, ⑤ 안전보건대책
(Kittner/Pieper, 2005, p.544)
24) Gefahrstoffverordnung(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von 23.
12. 2004(BGBl. I S. 37857)를 ‘위험물질령’으로 번역한다.
25) 위험물질령(Gefahrstoffverordnung) 제14조 사업주의 취업자 및 종업원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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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권(Beteiligungsrecht)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시행의 감독을 위한 종업원평의회의 업무는
사고위험․건강위험 퇴치에 있어서 안전보건 당해 관청 및 기관/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강화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평의회가 참여권을 갖는다. 이와 같은
의무는 안전보건법 규정사항에 제안, 자문, 알림 및 지원을 포괄한다
(Pieper/Vorath, 2005: 176～177).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9조 제2항 제1문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재예방
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부감독관 및 산재보험기술감독관의 모든
시찰 및 사항 그리고 사고조사에 있어서 종업원평의회 또는 평의회에서
지정한 평의회 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당해 관청으로
부터의 부과금과 시정명령을 종업원평의회에 알려야 한다(제2문). 종업원
평의회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SGBⅦ) 제22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사업장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와의 면담에
참여한다(사업장공동결정법 제89조 제4항).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주로부
터 평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고조사, 감독 및 면담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을 받는다(사업장공동결정법 제89조 제5항).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
19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종업원평의회가 서명한 사고보고서의 사본을 종
업원평의회에 제공한다26)(사업장공동결정법 제89조제6항).
사업주는 종업원 중에서 응급처치요원, 화재진압요원 및 대피요원을
임명하기 전에 종업원평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회에의 특별한 보고의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적용된다: 개인보호구 사용,
특정업무, 특히 철거․위생․정비업무-관련 대책, 높은 위험물질 노출과 대책
에 대한 통보, 특히 위험에 처한 작업자의 명부 및 특정 관리업체와 종사자를
위한 명부에의 접근, 모든 종류의 비개인 정보에의 접근(Kittner/Pieper, 2005,
p.674)
26) 산재보험조합이 종업원평의회가 서명하지 않은 사고보고서를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으면, 산재보험조합의 산재예방 기술담당부서는 종업원평의회에게 사
고보고서 사본을 보내거나 또는 사고보고서가 들어왔다고 통보한다. 이를 통
하여 사고에 대하여 종업원평의회에 보고가 보장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고의
서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Däubler/Kittner/Klebe, 2004, p.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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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2항).
라.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7조 제1항 제7호에는 민간기업의 종업원평의회
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령 또는 산재보
험법에 의한 산재예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공동결정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27)28)29) 또한 직원평의회
(Personalrat)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없다면, 사업장협정
(Dienstvereinbarung)의 체결을 통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상의 예방대책
을 공동결정하여야 한다(§75 Abs. 3 Nr. 11 BPersVG).
이와 같은 규정들은 사업주의 안전보건대책과 관련하여 종업원평의회
및 직원평의회의 참여를 위한 핵심 규정이다.
“이 공동결정의 목적은 종업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
고 산업안전보건 효율화를 위한 종업원평의회의 경험을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Pieper/Vorath, 2005: 178～179).

27)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공동결정 규정은 종업원평의회에게
안전보건분야에 많은 형성가능성(Gestaltungsmöglichkeiten)을 열어놓았다.
이 규정은 법률, 시행령 또는 산재예방 규정(UVVen) 속의 관련 안전보건 규
정들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암묵적으로 의무지워진 개괄 규정 형태로 나타
난다. 종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또한 주도권 형태로)은 안전보건법령들이 사
업주에게 관심 사항을 규정할 활동의 여지를 제공한다(Schoof, 2005, p.200).
28) 독일 정부의 2001년도 보고서(BT-Drucks, 15/279, S.120,133)상의 산업재해,
통근재해 및 직업병 발생 수 1,706,319명을 고려한다면, 단지 사업장 공동결정
법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통하여 공동결정권이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
또는 산재보험조합의 산재예방 규정(UVVen)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 적용
되는 모든 대책들(건강보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책 포함)이 구속력
을 미친다(BAG, NZA98, 441; 02, 9951)(Klebe/Ratayczak/Heilman/Spoo,
2003, p.393).
29) 이 규정의 목적은 법적 산업안전보건의 효율화, 사업장에의 체계화를 통한 법
령 집행상의 취약점의 제거에 있다(Däubler/Kittner/Klebe, 2004, p.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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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시행상의 공동결정권

종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에서의 구체화
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 <표 2-7>에서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공동결
정권에 대한 개요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험성 등급 등 개별 사업장 특성
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할 기본 원칙들을 나타낸 것이다(Pieper/Vorath,
2005; 183～185).
<표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상의 공동결정권
1. 사업주의 기본 의무: 안전보건대책 강구, 강구된 대책의 효과성 검사, 강구된 대책
의 변화하는 여건에의 적응 및 대책과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
- 근거 규정/판례: - 산업안전보건법(§3 Abs. 1 ArbSchG):
- 함부르크 지방노동법원 1997. 10. 27(LAG Hamburg 27. 10.
1997 - 4 TaBV 6/97. S. 13)
- 독일연방노동법원 2002. 1. 15. 및 2004. 6. 8.(사업장에의 충
분한 구체화와 연관하여)
- 형성대책 예: - 산업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발전, 예를 들면 기업의 경영계획
및 조직계획의 범위 내에서(안전보건 경영계획)
- 안전보건대책의 효과성 검사 도구의 구체화(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 관점하에서 작업공정의 형성, 예를 들면 여러 기계·설
비 동시 작동의 안전확보를 통하여, 위험하지 않은 작업 속도
형성, 작업 공정의 명료화 및 생산과정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와
화학물질의 통로의 조화, 충분한 정보 흐름과 신호의 발신
2. 안전보건 관련 사업장조직의 준비: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안전보건대책 및 사업장
경영구조에서 유의하여야 하고 그리고 종업원이 그의 공동결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 강구
- 근거 규정/판례: 산업안전보건법(§3 Abs. 2 ArbSchG),
- 형성대책 예: - 사업장 건강서클 또는 품질서클 도입
-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 프로그램 개발
- 안전보건관리의 도입 및 유지
3. 안전보건대책의 원칙
- 근거 규정/판례: 산업안전보건법(§4 ArbSchG)
- 형성대책 예: - 예방대책 우선순위 준수를 위한 절차
- 현재의 기술수준과 기타의 확인된 노동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인간공학적 대책의 시행(여기에 사업주의 재량권 범위가 존재하
는 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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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의 계속
4. 사업주와 그의 문서를 통한 노동조건의 평가
- 근거 규정/판례: - 산업안전보건법(§§5, 6 ArbSchG)
- 독일연방노동법원 2003. 6. 8(BAG 8. 6. 2003 - 1 ABR 13/03)
- 형성대책 예: - 노동조건 평가방법의 선정 또는 개발 및 도입
- 노동조건 평가문서의 선정, 형성 및 응용
5. 적합한 능력이 있는 종업원에게 과제의 위촉
- 근거 규정/판례: 산업안전보건법(§7 ArbSchG)
- 형성대책 예: 인력개발대책, 인력선발 절차
6.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사업주 소속 종업원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
- 근거 규정/판례: 산업안전보건법(§8 Abs. 1 ArbSchG)
- 형성대책 예: - 안전과 건강보호를 보증하기 위한 협력 대책의 계획, 시행 및 효
과성 검사
- 조정자의 임명
7. 협력업체 종업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의 확인․보증
- 근거 규정/판례: 산업안전보건법(§8 Abs. 2 ArbSchG)
- 형성대책 예: 이 의무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관리 메커니즘의 도입
8. 특별한 위험에 있어서 안전보건대책의 계획 및 시행
- 근거 규정/판례: 산업안전보건법(§9 ArbSchG)
- 형성대책 예: - 위험방지 대책의 시행
- 종업원 능력향상의 시행
9. 응급처치 및 기타의 긴급대책을 위한 대책의 시행
- 근거 규정/판례: 산업안전보건법(§10 ArbSchG)
- 형성대책 예: - 긴급대피 계획 및 화재 진압 계획의 수립
- 응급구조원의 임면, 선발 및 업무 확정
10. 종업원의 요구에 따라 산업의학적 예비조치의 가능화
- 근거 규정/판례: - 산업안전보건법(§11 ArbSchG)
- 함부르크지방노동법원 1997. 10. 27(LAG Hamburg 27. 10. 1997
- 4 TAbv 6/97. S 13)
- 형성대책 예: 산업의학적 예비조치의 종류, 내용 및 범위
11. 종업원의 지도
- 근거 규정/판례: - 산업안전보건법(§12 ArbSchG)
- 함부르크지방노동법원 1997. 10. 27(LAG Hamburg 27. 10.
1997 - 4 TAbv 6/97. S 13)
- 독일연방노동법원 2004. 6. 8(BAG 8. 6. 2004 - 1 ABR 13/03)
- 형성대책 예: 안전과 건강보호에 관한 지도의 종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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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의 계속
12.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의 위촉자에게의 위촉
- 근거 규정/판례: - 산업안전보건법(§12 Abs. 2 ArbSchG)
- 함부르크지방노동법원 1997. 10. 27(LAG Hamburg 27. 10.
1997 - 4 TAbv 6/97. S 13)
자료 : Pieper/Vorath(2005), Handbuck Arbeitsschutz, p.183～185)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법령 시행상에서의 공동결정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위한 작업장령(Arbeitsstättenverordnung)30),
개인보호구령(PSA-Benutzungsverordnung)31), 중량물취급령(Lastenhan
dhabungsverordnung)32), 단말기작업령(Bildschirmarbeitverordnung)33),
기계․기구․설비 운전안전령(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생물학적
물질령(Biostoffverordnung)34), 위험물질령(Gefahrstoffverordnung)35) 등
의 시행령상에서의 공동결정권을 요약․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30) Arbeitsstättenverordnung(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vom 12. August
2004, (BGBl. I S. 2179)를 ‘사업장령’으로 번역한다.
31) PSA-Benutzungsverordnung(Verordnund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
chutz bei der Benutzung persönlicher schutzausrüstungen bei Arbeit -PSA
-BV- vom 4. Dezember 1996(BGBl. I S. 1841))을 ‘개인보호구령’으로 번역
한다.
32) Lastenhandhabungsverordnung(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
sschutz bei der manuellen Handhabung von Lasten bei der Arbeit -Lastha
ndhabV- vom 4. Dezember 1996(BGBl. I S. 1842))를 ‘중량물취급령’으로 번
역한다.
33) Bildschirmarbeitsverordnung(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c
hutz bei der Arbeit an Bildschirmgeräten -BilbscharbⅤ) vom 4. Dezember
1996(BGBl. I S. 1843)을 ‘단말기작업령’으로 번역한다.
34)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Verordnung über Sicherhait und Gesundheit
sschutz bei der Bestellung von Arbeitsmitteln und deren Benutzung bei der
Arbeit, über Sicherheit beim Betrieb überwachungsbedürftiger Anlagen un
d über die Orgunisation des betrieblichen Arbeitsschutzes-BetrSich Ⅴ)vom
27. September 2002(BGBl. I S. 3777)을 ‘기계․기구․설비 운전안전령’으로
번역한다.
35) Gefahrstoffverordnung(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on -Gefstoff
V- vom 23. Dezember. 2004(BGBl. I S. 3785))를 ‘위험물질령’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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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기타 규정들의 시행상 공동결정권
1. 작업장령(Arbeitsstättenverordnung) 관련 공동결정권:
- 작업장 규정의 고려하에 작업장령 규정들에 의거한 작업장 설치(영 제3조)
- 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영 제4조),
- 비흡연자를 위해 필요한 대책(영 제5조),
- 작업실, 위생실, 휴게실, 준비실, 응급실, 취침실의 조건(영 제6조)
2. 개인보호구령(PSA-Benutzungsverordnung) 관련 공동결정권
- 개인보호구의 준비 및 사용을 위한 사업장 대책
- 개인보호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종업원 교육
3. 중량물취급령(Lastenhandhabungsverordnung) 관련 공동결정
- 종업원에게 안전보건상의 위험(특히, 척추)을 야기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위
험의 최소한의 취급을 수반하는 중량물의 수작업 취급 감소를 위한 조직적
대책시행(영 제2조 제1, 2항)
- 중량물의 수작업 취급을 담당하게 될 종업원의 신체적 적성의 고려(영 제3
조)
- 중량물 수작업 취급을 위한 종업원 교육(영 제4조)
4. 단말기작업령(Bildschirmarbeitverordnung) 관련 공동결정권
- 단말기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건의 조사 및 평가, 특히 시력의 위험 및 육
체적 문제 그리고 정신적 부하와 관련하여(영 제3조)
- 단말기 작업장의 형성(설계, 설치)에 있어서 대책의 시행(영 제4조)
- 단말기 기기에서의 작업을 통한 부하를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휴식을 통한
필요한 작업의 단절/중단과 관련하여 단말기 기기에서의 일상의 작업조직(영
제5조)
- 작업도구와 기재의 조사/검사(영 제10조, 11조)
- 감독이 필요한 설비의 운행(영 제12조)
5. 기계․기구․설비 운전 안전령(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관련 공동결정권
- 기계․기구․설비의 사용과 관련한 대책(영 제4조)
- 종업원이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안전보건상의 특별
한 위험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기타의 재해방지 대책(영 제8조)
- 기계․기구․설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교육(영 제9조)
- 기계․기구․설비와 기재의 검사(영 제10조, 11조)
- 감독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운행(영 제12조)
6. 생물학적물질령(Biostoffverordnung) 관련 공동결정권
- 생물학적 물질 취급업무에서의 위험성 평가 및 이 위험성 평가의 시행(영 제
5조, 6조, 7조, 8조)
- 재해방지대책의 시행 및 위생대책과 개인보호구 대책(영 제10조, 11조)
- 생물학적 물질 취급업무 조사자의 지침서 작성 및 교육(영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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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의 계속
7. 위험물질령(Gefahrstoffverordnung) 관련 공동결정권
- 위험성 평가 및 정보 제공(영 제7조)
- 재해예방 단계 1, 2, 3, 4의 범위 내에서 예방대책(영 제8～11조)
- 화재․폭발 방지대책(영 제12조)
- 긴급재해대책(영 제13조)
- 종업원의 사용지침서 및 교육(영 제14조)
- 산업의학적 예방대책의 시행(영 제 15조, 16조)
- 여러 업체들과의 협력(영 제17조)
8. 기타의 법령 시행에 있어서의 공동결정권(기타의 법령 및 산재보험법에 의지한
산재예방규정으로부터의 예)
- 산업재해예방대책강구(핸드북 형태로의 작업안전지침서에 대한 공동결정의
무 : 일반적 산재예방규정(VBG1)의 제2조 제1항 ; 예방의 원칙(BGV A1) 제
2조 제1항 ;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 1998. 6 16(BAG 16. 6. 1998)
- 사업장의사와 안전관리자의 임명, 협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업무(산업보
건의와 안전관리자의 임명에 있어서 별도의 공동결정권 ; 사업장안전보건조
직에 관한 법 제3조, 6조, 10조, 11조(§§ 3, 6, 10, 11 Arbeitssicherheitsgesetz))
- 여가시간 확보와 야간노동수당 간의 결정은 공동결정의무사항(노동시간법
제6조 제5항(§§Abs.5 Arbeitszeitgesetz),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 1997. 8
26(BAG 26. 8. 1997)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운행 위촉자 또는 중대사고방지 위촉자의 임명(이
는 종업원평의회에 통보 의무를 포함한다. 환경오염방지법 제55조(§ 55
Bundesimmissionsschu tzgesetz)
- 위험과 장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에 적합한 노동의 형성, 노
동조건의 특별한 평가, 위험에 대한 교육(청소년 노동보호법 제28조(§ 28
Jugendarbeitsschutzg esetz)
- 임신모․수유모를 위한 작업장 형성, 단기간 노동시간 단절규정(모성보호법
제2조 제1항, 3항, § 2 Abs. 1, 3 Mutterschutzgesetz) 및 노동조건의 특별평
가, 위험에 있어서 작업장 변경 및 직무전환(모성보호법 시행령 제1조, 제3조
1～3항, §§1, 3 Abs. 1～3 Mutterschutzrichtlinienverordnung)
- 중증장애인 취업작업장의 안전판 형성(설계, 설치)(장애인재활법 제81조 제4
항 제3조, 4호, §81 Abs. 4 Nr. 3, 4 SGB Ⅸ)
- 안전위촉자의 임명 및 업무(산재보험법 제 22조, § 22 SGB Ⅶ)
- 중대산업사고령(Storfallverordnung)에 의거한 의무의 시행(예: 안전성 분석
의 시행, 영 제7조, §7 Storfallverordnung)
- 작업장 소음에 의한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산재예방규정'“소음” 제3조 제2항,
6항, 9항, §2 Abs. 2, 6, 9 BGV B3 ; 작업장령 부록(Anhang Arbeitsstätt
enverordnung).
자료 : Pieper/Vorath(2005), 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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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한 종업원평의회의 공동
결정에 있어서 사업주의 행위의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장 규정을
타결해야 하는 일반 원칙도 적용된다.36)(Pieper/Vorath, 2005: 187～189)
3)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범위 내에서 공동결정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rbeitssicherheitsgesetz: ASiG)과 관
련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범위 내에서 공동결정권은 다음과 같다
(Pieper/Vorath, 2005: 189～190).
- 사업주에 의한 산업보건학적 또는 안전공학적 보호 모델의 선정은
종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의 전형적인 개괄 규정이다. 이것은 종업원
평의회의 공동결정 주도권이 포함된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모델을 ‘안전관리자의 투여시간 모델’(Modell
der Regeleinsatzzeiten)로 할 것인지 또는 이른바 ‘사업주모델
(Unternehmermodell)’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공동결정
법 제87조 제1항 제7조에 의거한 공동결정권에 해당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제19조에 의한 사업장의 안
전관리 대행기관 선정 가능성은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97조 제1항 제
7조에 의거한 공동결정권에 해당된다.
- 사업장 의사의 선임에 개업의사, 안전관리자 선임에 자영안전관리자
또는 외부 대행기관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종업원평의회는 단
지 청취권만 성립한다.
-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장 의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이들이 노무
관계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면, 종업원평의회의 별도의 공동결정권이
성립된다: 대책은 종업원평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제10조에 의한 사업장 의사,
안전관리자 및 기타의 위촉자 간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은 종
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권에 속하며 우선권을 갖는다.
- 산재보험법(SGB Ⅶ) 제22조에 의한 안전위촉자(Sicherheitsbe36) 독일연방노동법원 2004. 6. 8. 판례. BAG v.8. 6. 2004-1 ABR 4/03, AiB
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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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tragte)의 임명과 업무의 구체화에서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공
동결정법 제8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공동결정권을 갖는다.

2. 현 황
가. 종업원평의회 설치사업장 비율
독일노동․직업훈련연구소(IAB: Institut für Arbeit und Bildung)의
2002년도 기업체패널(IAB Betriebspanel) 자료에 의하면 민간부분의 종
업원평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 중 종업원평의회
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단지 11%이며, 반면에 공공부문의 종업원평
의회 설치대상 사업장 중 종업원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74%
로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합한 전체 사업장 평균 설치율은 16%이다
(표 2-9 참조).
민간부문 종업원평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48%가
종업원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며, 반면에 공공
부문의 종업원평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93%가 종
업원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다.
종업원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부문, 예를 들
면, 건설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는 종업원평의회 설치율이 전체 평균보
다 낮으며, 반면에 금융․보험업 분야 및 전통적으로 강한 공동결정 분야
로는 광업/에너지 및 수도업이 나타난다(Ellguth, 2003; 195).
기업체패널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민간부문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서 종업원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즉 5～50인 소규모 사업장은
7%, 101～199인 중소사업장은 72%, 그리고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95%로 나타났다(표 2-10 참조). 또한 민간부문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종업원 수 대비 종업원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수 비율
은 5～50인 소규모 사업장은 12%, 101～199인 중소사업장은 73%, 그리
고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96%로 나타났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35

<표 2-9> 산업별 종업원평의회 설치사업장 비율 및 종업원 비율 : 2002
(단위 : %)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
사업장 수
종업원 수
Ⅰ. 민간부문
1. 광업/수도업

50

90

2. 소비재

12

55

3. 생산재

24

74

4. 투자재

16

71

5. 건설

5

23

6. 상업

12

35

7. 교통/통신

21

56

8. 금융․보험

49

83

9. 자영업

7

33

10. 기타

7

38

11

48

Ⅱ. 공공부문

74

93

Ⅲ. 전체

16

56

소 계

주 : 최소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농업 제외,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 제외).
자료 : IAB-Betriebspanel 2002(10. Welle West, 7. Welle Ost), Ellguth, 2003, p.195.

<표 2-10> 사업장 규모별 종업원평의회 설치대상 사업장 종업원 수 대비 종업원
평의회 설치율 및 종업원 비율(민간부문 5인 이상 사업장, 1998년
및 2002년)
(단위 : 명, %)

사업장 규모(인)

사업장 규모(인)

5～50 51～100 101～199 200～500 500이상

전체

51이상 200이상

종업원평의회 설치사업장 비율(%)
1998
전 체

6

46

74

84

92

10

62

86

서독지역

6

46

76

85

92

10

64

87

동독지역

6

42

66

77

90

10

5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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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의 계속
사업장 규모(인)

사업장 규모(인)

5～50 51～100 101～199 200～500 500이상

전체

51이상 200이상

2002
전체

7

45

72

85

95

11

60

87

서독지역

7

45

73

86

95

11

61

88

동독지역

8

42

67

78

90

11

55

81

종업원평의회 설치사업장의 종업원수 비율(%)

1998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2002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11
11
11

48
48
44

75
75
66

85
86
78

95
95
91

48
50
38

79
81
69

91
92
85

12
12
13

46
47
43

73
74
68

86
87
78

96
96
90

48
50
40

78
79
69

92
93
84

주 : 농업 제외,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 제외.
자료 : IAB-Betriebspanel 2002(6. und 10. Welle West, 3. und 7. Welle Ost),
Ellguth, WSI Mitteilungen, 2003, p.194

나. 종업원평의회의 주요 주제
한스-뵈클러 재단(Hans-Böckler-Stftung)이 2005년 3월에 사업장 종
업원평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37)에 의하면, 민간부문 응답
사업장 2,007개소의 2003년부터 현재(인터뷰시점)까지 종업원평의회의
주요주제로는 안전보건/건강증진으로 조사되었다(표 2-11 참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별 응답 분포(중복 응답)는 안전보건/건강증진이
74%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재교육․향상교육(66%), 기업연금(62%), 노
37) 한스-뵈클러 재단에서 2005년 3월 Bundesagentur für Arbeit(BA)부터 사회
보험 피보험 의무가 있는 종업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의 통계로부터 임의로
13,76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이들 사업장의 종업원평의회와 전화 인터뷰
조사를 행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종업원평의회는 민간부문 2,007개소 사업장
과 공공부문 1,300개소 사업장이다(Schäfer, 2005, pp. 291～29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37

동강도 증가(60%), 고용안정(59%)의 순이다.
반면에 공공부문 응답 종업원평의회 1,300개소의 2003년부터 현재(인
터뷰 시점)까지 종업원평의회의 가장 주요 주제는 고령근로자 단시간근
로가 78%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재교육․향상교육(73%), 인력감축
(68%), 안전보건/건강증진(68%), 노동강도 증가(67%), 작업조직 변경
(62%), 새로운 기술의 도입(55%) 순이다(표 2-12 참조).
<표 2-11> 민간부문 기업 종업원평의회의 주요 주제 : 2003년후부터
(단위 : %)

순위

주제

비 율

1

안전보건/건강증진

74

2

재교육․향상교육

66

3

기업연금

62

4

노동강도증가

60

5

고용안정

59

6

작업조직변경

57

7

목표협의/동료대화

56

8

노령근로자 파트타임근로

53

9

인력감축

10

경영여건 악화

52

11

잔업시간증가

52

12

해고보호사항

46

13

새로운 작업시간 도입

46

14

새로운 기술의 도입

44

15

유연 근로시간에 대한 종업원의 욕구

42

16

종업원 평의회에 대한 사업주의 자세강화

39

17

사회계획/이해관계조정

37

18

상급자에 의한 스트레스

34

19

가정친화적 노동조건

31

20
21
22

사업장 분할/분리
질병상태 감소대책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 평의회의 취약한 뒷받침

30
2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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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의 계속

순위

주제

비 율

23

사업장 밖의

26

24

임금인상억제

26

25

토요일 노동의 증가

23

26

사업장 폐쇄, 매각

23

27

사업장 복지부문의 제한

22

28

신규 입사자에 대한 낮은 임금인상

21

29

훈련의 제한

17

30

사업자 연맹에서의 탈퇴/이탈

17

31

남녀평등

17

32

일요일/공휴일 노동의 증가

16

33

타사업장과의 합병

14

34

협약임금 이하의 임금지급

14

35

단시간 노동

13

주 : 중복 응답 빈도. 10% 이하 사항은 제외함.
자료 : Schäfer, WSI-Mitteilungen, 6/2005, p.296(원자료: 4. WSI-Befragung von
Betriebs- und Personalräten 2004/05)

다. 사업주의 종업원평의회에의 협력 정도
한스-뵈클러 재단(Hans-Böckler-Stftung)이 2005년 3월에 사업장 종
업원평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에 의하면, “사업주가 종업원
평의회의 공동결정을 방해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자
주’(11%), ‘이따금’(48%) 및 ‘없음’(41%)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장 규모
별로 보면, ‘없음’이란 응답의 25～62%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이 없었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없음’이란 응답이 20～49인 소규모 사업장 46%, 50～
99인 소규모 사업장 49%인 반면에 500～990인 대규모 사업장 27%로 나
타났다(Schäfer, 200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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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공공부문 기업 종업원평의회의 주요 주제 : 2003년후부터
(단위 :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주제
노령근로자 파트타임 근로
재교육․향상교육
인력감축
안전보건/건강증진
노동강도 증가
작업조직 변경
새로운 기술의 도입
유연근로시간에 대한 종업원의 욕구
경영여건 악화
상급자에 의한 스트레스
관리 현대화
새로운 노동시간 형태의 도입
기업연금
공공부문에 새로운 임금협약
경력단계, 경력수당
초과근로시간 증가
가정친화적 노동조건
업무분야 재조정
직업평의회에 대한 경영진의 자세 강화
정규 노동시간 연장
남녀평등
해고보호사항
민영화
단체협약 해지
종업원에 대한 직원평의회의 취약한 뒷받침
직장폐쇄, 매도
훈련 제한
타 기업과 합병
사회적 급여(복지) 제한
질병상태 감소대책
협약임금 초과부분 감축
토요일 노동 증가
사업장 구조조정/감원방식 대책
사업자 연맹에서 사업자 탈퇴

비 율
78
73
68
68
67
62
55
54
53
52
52
52
47
43
42
41
41
31
31
31
30
28
26
26
25
24
22
19
19
17
14
11
9
8

주 : 중복 응답 빈도. 10% 이하 사항은 제외함.
자료 : Schäfer, WSI-Mitteilungen, 6/2005, p.297(원자료: 4. WSI-Befragung von
Betriebs- und Personalräten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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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의 종업원평의회에 대한 정보 억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
종업원평의회의 31%가 ‘여러 번 정보 요청을 하였으며 결국은 정보를 제
공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34%는 ‘첫번째 요청에 의하여 정보 제공을 받
았다’라고, 35%는 ‘사업주 스스로가 정보를 제공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사업주 스스로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응답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49인 소규모 사업장이 37%, 50～99인 소규모 사업장이 38%인 반면
에 500～999인 대규모 사업장은 21%로 평균(35%) 이하로 나타났다
(Schäfer, 2005: 299).
라. 노동조합의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에의 도움 정도
사업장 밖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종업원평의회의 12%가 ‘충분함’으로, 그리고 12%가
‘불충분함’으로 응답하였다(Schäfer, 2005; 299).

3. 사업장의 품질 수준과 산업안전보건 및 공동결정의 연관성:
사례연구
유럽연합(EU) 프로젝트 우수사례보고서38)는 품질기준과 산업안전보
건 및 공동결정 간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39). 이

38) EU-Project Good Practice, 171～182(Vorath, Rechte und Pflichten im
Arbeitsschutz,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산업안전과 근로자참여제
도에 관한 한·독 세미나｣, 2006.11.7, pp.267～279에서 재인용)
39) 이 조사는 품질 수준이 높은 기업은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공
동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품질 수준이 낮은 기업은 산업안
전보건 수준이 낮고, 공동결정제도를 소홀히 한다는 가설하에 QA대회 우승
자, QA 수상자 등을 높은 품질 기준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삼아 200여 개 기
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는 1단계에서 품질 수준이 높은 기업을 조사하
고, 2단계에서는 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조사하며, 3단계에서는 산업
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기업을 조사하고, 4단계는 이 기업의 품질 수준을 조사
하며, 5단계에서는 공동결정제도의 수준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Vorath, 2005, pp.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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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200개 기업 중 높은 품질 수준 그룹으로서
종업원 1,000인 초과 고용사업장 36개 사업장에서는 21개 기업이 74%라
는 높은 수준의 공동결정 만족도40)를 보였고, 12개 기업은 56%, 3개 기
업은 3%의 만족도를 보였다. 종업원 1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
108개 사업장에서는 45개 기업이 81%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49개 기업에
서는 78%, 12개 기업에서는 12%, 2개 기업에서는 6%의 만족도를 보임으
로써 이 그룹에서는 기업당 평균 72%라는 높은 수준의 공동결정 만족도
를 보였다. 이것은 고용인원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10인 이하 56개 사업장에서 32개 기업이 96%의
공동결정 만족도를, 21개 기업이 84%의 만족도를, 1개 기업이 7%, 2개
기업이 9%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87%라는 높은
공동결정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몇 명되지
않아 공동결정이 용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41) 기업체 그룹의 170개 기업체 중 높은 산
업안전보건 수준을 갖는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품질 수준이 높은 기업은
20개, 동일한 기업은 25개, 보다 낮은 기업은 125개로 나타났다. 이는 산
업안전 수준과 품질 수준을 상대적으로 각각 수준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
업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으면 품질 수준
도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투자재
부문 39개 기업체 중 높은 산업안전보건 수준 그룹과 비교했을 때의 품질
수준과 공동결정 만족도의 연관관계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2개 기
업에서는 품질 수준이 보다 높게 나오지만, 공동결정 만족도는 41%에 그
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8개 기업은 품질 수준도 낮으며,
공동결정 만족도도 21%로 낮게 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29개 기업은 품질 수준도 낮고, 공동결정 만족도도 16%에 지나지 않은
40) 공동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은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 영향력 분야, 의사결정
과정, 참여촉진, 전문능력을 기준으로 하되, 각각 30%, 20%, 20%, 10%, 20%
의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Vorath, 2006, p.271).
41)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작업손실일, 작업지시, 개선 제안, 종업원 만족도, 육체
적 부담, 환경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각 30%, 20%, 10%, 20%, 10%,
10%의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Vorath, 2006,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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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소비재부문 131개 기업체 중
높은 산업안전보건 수준 그룹과 비교했을 때의 품질 수준과 공동결정 만
족도의 연관관계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높은 18개 기업에서는 품질 수
준이 보다 높게 나오지만, 공동결정 만족도는 64%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
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17개 기업은 품질 수준은 동일하지만, 공동결정 만
족도도 31%로 낮게 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96개 기업은
품질 수준도 낮고, 공동결정 만족도도 16%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품질 수준도 떨어지고,
공동결정 만족도도 대폭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170개 기업 중에서
종업원 1,0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 30개를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높은 기
업과 비교했을 때 6개의 기업만이 품질 수준이 동일하고, 공동결정의 목
표달성도는 35%의 수준에 그치고 있고, 24개 기업은 품질 수준도 낮고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도 21%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수준
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품질 수준도 낮고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도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기업 170개 중 종업원 10인 이
상 1,00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 42개를 품질 수준이 높은
기업과 비교했을 3개 기업만이 품질 수준이 높게 나왔고, 또한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도 74%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8개 기업은
품질 수준은 동일하지만 28%의 낮은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를 보이고 있
고, 31개 기업은 품질 수준도 낮으면서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도 19%로 매
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기업 170개 중 종
업원 1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 98개를 품질 수준이 높은 기
업과 비교했을 때 17개 기업이 품질 수준이 높게 나왔고, 또한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도 93%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1개 기업은 품
질 수준은 동일하지만 24%의 낮은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를 보이고 있고,
70개 기업은 품질 수준도 낮으면서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도 16%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를 요약하면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품
질 수준도 높고,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도 높으며, 이때에 전체 종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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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별 영향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품질
수준도 낮으며, 공동결정 목표달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경우도 종업원의 규모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안
전보건 수준을 높여야 품질 수준도 높아지고, 공동결정의 목표달성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는 한편으로 품질
수준을 높여 높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보장해 주는 장치임과 동시에 종업
원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제 5 절 사업장협정을 통한 공동결정

1. 관련 법령
사업장협정(Betriebsvereinbarung)42)43)은 사업주와 종업원평의회 간
에 체결한다(사업장 공동결정법 제77조 제1항 제1문).
사업장협정은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77조(§77 BetrVG)에 의한 강제력
이 있는 사업장협정44)45)과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8조(§ 88 BetrVG)에
42) 사업장협정은 법적 영향력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견줄 만하다. 사업장협정은
종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권 행사의 가장 빈번하고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Däubler/Kittner/Klebe, 2004, p.1131).
43) 사업장협정의 인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
고, 주된 일이 사업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가내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모
든 근로자이다(Däubler/Kittner/Klebe, 2004, p.1142).
44) 사업장협정은 종업원평의회와 사업주 간에 체결하고 서면으로 확정되어야 한
다(사업장 공동결정법 제77조 제2항 제1문).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정되는 노
동임금과 기타의 노동조건은 사업장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3항 제1문).
사업장협정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된다(제4항 제1문).
45)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정의 이행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사업주가 사업장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면, 종업원평의회는 개별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사업주에게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협정
의 내용이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사업장협정을 통한 명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Klebe/Rataycgak/Heilmann/Spo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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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임의적 사업장협정46)으로 구분된다.
강제력이 있는 사업장협정 목록은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7조(공동결정
권) 제1항 제1～13호에 사회적 사항 표제하에 있다. 여기에서부터 사업장
공동결정법은 종업원평의회에게 다음 단계의 확장으로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협정을 관철시킬 가능성을 용인한다. 예로써, 여기에는 사
업장 공동결정법 제91조(공동결정권)에 의거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
련한 사업장협정과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한 산
업재해․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에 관한 사업장협정이 있다(Eichhorn/
Hick- ler/Steinmann, 2002: 34).
임의적 사업장협정은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체결될 수
있다. 사업장협정을 통하여 특별히 다음 사항이 규정될 수 있다(제1호～
제4호): ① 산업재해와 건강위험 예방을 위한 부가적 대책; 1a.. 사업장 환
경보호 대책47); ② 사업장, 기업 또는 그룹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복지
시설의 설치; ③ 재산형성촉진대책; ④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아우름 대책 내지는 인종차별 대책. 이 사업장협정에는 특히 사업장 공동
결정법 제88조 제1호(§ 88 Nr. 1 BetrVG)에 의거하여 기존의 공동결정
권․협의권을 넘어서서 산업재해와 건강손상 예방을 위한 부가적 대책을
규정할 수 있다(Pieper/Vorath, 2005: 190).

2. 현 황
한스-뵈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은 사업주와 근로자단체 간
p.334).
46) 임의적 사업장협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는, 예를 들면 장기근속자 특
별수당(Treueprämien), 임금양도금지(Lohnabtretungsverbote), 협약에서 정
한 특별수당을 초과한 수당, 기업 축제 및 야유회의 시행, 자유로운 복지계획,
작업장 최소 공간 및 작업 최소 공간의 설정 등이 있다(Klebe/Rataycgak/
Heilmann/Spoo, 2003, p.409).
47)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8조 제1호의 규정은 종업원평의회를 통하여 산업재해
와 건강위험의 부가적 예방대책을 미리 고려(대비)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사
업장 공동결정법 제87조 제1항 제7호와 제89조로부터 발생하는 협의권과 공
동결정권을 보충한다(Däubler/Kittner/Klebe, 2004, p.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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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체결된 독일에서의 사업장협정 문서실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2003
년 3월 현재 이 문서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약 6,500개의 사업장
협약이 있다. 이곳에서 개별 분야의 사업장협정들이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다(Gröben, 2003: 117).
이들 6,500여 개의 사업장협정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90개의
사업장협약이 취사선택되어 분석되었다. 이 중 39개(43%)는 건강증진 또
는 사업장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고, 25개(28%)는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건강증진은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머지 26개 중 19%는 예
방 분야이고 10%는 조직 또는 개인의 개발․발전에 관한 것이다(Gröben,
2003: 106～107).
이들 사업장협정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80년에 체결된 것으로 제조업
의 단말기 작업에 관한 종합 사업장협정이다(Gröben, 2003: 108).
사업장협정 체결건수는 1990년대에 증가하여 1997년에 그 정점을 이루
고 있다(표 2-13 참조).
협약의 형태는 <표 2-14>와 같다. 사업장협정이 37%, 복무협정(Diens
tvereinvarung)이 22%, 종합사업장협정(Gesamtbetriebsvereinbarung)이
12%, 그룹사업장협정(Konzernbetriebsvereinbarung)이 6%이다.
<표 2-13> 연도별 사업장협정 체결건수 : 1980～2002
(단위 : 개)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협약체결수
1
1
1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협약체결수
1
5
1
1
3
7
5
14
11
12

자료 : Gröben(2003), Betriebliche Gesundheitspolitik, p.108.

2000
2001
2002
연도 미상

협약체결수
11
10
2
4

전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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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협약의 형태
개수

비율(%)

사업장협정(Betriebsvereinbarung)

형태

34

37

종합사업장협정(Gesamtbetriebsvereinbarung)

11

12

그룹사업장협정(Konzernbetriebsvereinbarung)

5

6

총괄사업장협정(Rahmenbetriebsvereinbarung)

5

6

총괄전체사업장협정(Rahmengesamtbetriebsvereinbarung)

4

4

복무협정(Dienstvereinvarung)

20

22

종합복무협정(Gesmtdienstvereinvarung)

3

3

총괄복무협정(Rahmendienstvereinvarung)

3

3

사업장단체협약(Betriebstarifvertrag)

1

1

90

100

전체
자료 : Gröben(2003), p.108.

협정의 많은 부분(63개, 70%)은 민간부문 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표 2-15 참조). 협정형태로 볼 때 사업장협정(Betriebsvereinbarung) 내
지 규정협정(Regelungsabrede)이 주를 이루고 있다(38개). 여기에 16개의
종합사업장협정 내지 그룹사업장협정과 9개의 총괄사업장협정이 있다
(Gröben, 2003: 109) (표 2-14 참조).
공공부문의 27개 협정(표 2-15 참조)에 있어서 복무협정(Dienstvereinv
arung)(20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종합복무협정(Gesmtdienstvere
invarung), 총괄복무협정(Rahmendienstvereinvarung)이 각각 3개씩 그리
고 사업장단체협약(Betriebstarifvertrag)이다(Gröben, 2003: 109) (표 214 참조).
협정의 업종별 분포는 <표 2-15>와 같다.
공공부문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최근의 협정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00년도 이후의 협정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추론
된다. 하나는 민간부문, 특히 제조업에서의 사업장 건강증진은 오랜 역사
이고, 또다른 측면은 공공부문에서의 뒤이은 과정이 동력을 얻었기 때문
이다(Gröben, 200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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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협정의 업종별 분포
협약수

비율(%)

1. 공공부문

업종

27

30

2. 민간부문 산업

40

44

- 금속

25

28

- 화학

6

7

- 기타

9

10

23

26

- 통신

5

6

- 기타

18

20

90

100

3. 민간부문서비스업

전 체
자료 : Gröben(2003), p.108.

Eichhorn/Hickler/Steinmann(2000)은 다음과 같은 사업장협정들을 예
로 들었다: 산업안전보건 전체사업장협정, 사업장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장협정, 작업장에서 흡연 및 비흡연에 관한 사업장협정, 약물중독자
에 관한 중독퇴치사업장협정, 퇴행성 질병 같은 사업장협정, 신규 유해물
질의 도입과 사용에 관한 사업장협정, 작업복 형성에 관한 사업장 협정
(Eichhorn/Hickler/Steinmann, 2002: 10)
뒤스부르그-에센대학(Universität Duisburg-Essen)의 Nienhüsser/Ho

βfeld는 2003년 한스-뵈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의 재정지원하
에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책임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행하
였으며, 1,000명이 응답하였다(표 2-16 참조).
설문조사에서는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의 영향력의 정도와 사업주와의
협조 정도를 비롯하여 사업장협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도 포함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사업장의 사업장협정 986개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사항은 노동시간(93～95%)이며, 다음은 임금 및 분류(49～
51%), 능력규정(42～51%), 안전보건(36～51%), 노동조직(38～43%), 인사
사항(37～38%), 재훈련(20～30%), 기술형성/기술도입(18～31%), 고용안
정(22～25%), 양성훈련(17～28%), 여성촉진/남녀평등(6～8%)의 순이다
(표 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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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종업원평의회 형태 및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협정 내용별 사업장 분포
(단위 : %)

사업장협약 내용

노동시간
임금
능력 규정
안전보건
노동조직
인사사항
재훈련
기술형성/기술도입
고용안정
양성훈련
여성촉진/남녀평등

사업장 규모

종업원평의회 형태
Typ 1: Typ 2: Typ 3: Typ 4:
SSS+
S+
K+
KK+
K-

전체

100～200인

93

91

95

97

93

200인 이상

97

95

94

94

95

100～200인

51

42

60

45

49

200인 이상

46

43

58

58

51

100～200인

41

43

44

38

42

200인 이상

46

44

54

60

51

100～200인

37

29

47

37

36

200인 이상

56

45

49

53

51

100～200인

36

37

48

35

38

200인 이상

43

32

50

44

43

100～200인

35

27

55

43

37

200인 이상

34

32

46

39

38

100～200인

17

14

35

23

20

200인 이상

28

24

33

34

30

100～200인

17

15

21

22

18

200인 이상

23

30

36

39

31

100～200인

21

17

36

20

22

200인 이상

18

26

25

33

25

100～200인

15

13

35

15

17

200인 이상

20

22

36

35

28

100～200인

5

3

11

10

6

200인 이상

5

6

15

7

8

주 : S- 종업원평의회 영향력의 강도,
K- 종업원평의회의 사업주에 대한 협조도,
- 낮음, + 높음
자료 : Nienhüsser/Hoβfeld, WSI-Mitteilungen 10/2005, 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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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협의권

1. 관련 법령
가. 구성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제11조 제1문에 의하면, 타 법
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업원 20인 초과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Arbeitsschutzausschuß)를 설치하여야 한다.48) 종업원수의 확정
에 있어서 주당 20시간 이하 파트타임 종업원은 0.5인으로, 그리고 30시
간 이하 종업원은 0.75인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9) 이외의 다른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산재보험법에 근거한 산재예방 규정(UVVen)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Anzinger/
Bieneck, 1998 : 27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또는 그가 위촉하는
자), 종업원평의회에서 선정한 평의회 위원 2인, 공장 의사나 안전관리자
및 산재보험법(SGB Ⅶ) 제22조에 의한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로 구성된다(제11조 제2문).
나. 업무

48)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제11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 규모에 대한 개정은 1996년 8월 7일 타 법령(Arbeitsschutgeszetz) 제
정시 이루어졌으며, 2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강제설치규정이 산재보
험법(SGB Ⅶ) 제22조의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 위촉사업장 최소
종업원수에 맞추어졌다(Anzinger/Bieneck, 1998, p.276).
49) 이와 같은 파트타임 종업원에 대한 인원 산정방법은 1996년 9월 25일 고용촉
진법(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개정(BGBl. I S, 1476) 시에 변경되었
다. 이전에는 주당 10시간 이하 근로자를 0.25인으로 주당 20시간 이하 근로
자는 0.5인으로, 그리고 주당 30시간 이하 근로자는 0.75인으로 산정하였다
(Anzinger/Bienek, 1998,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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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자문
한다(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 제11조 제3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입법자의 의도에 의하여 의결기
구가 아니다(Anzinger/Bieneck, 1998: 285).
다. 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최소한 분기에 1회 개최한다(사업장 안전보건조
직에 관한 법 제11조 제4문).

2. 현 황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연구 또는
통계자료는 없는 것 같다.50)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불
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제20조
(벌과금 및 형사처벌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위원회 설
치의무 불이행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Anzinger/Bieneck, 1998: 288).

제 7절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

1. 관련 법령
가. 선임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SGB Ⅶ) 제22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상
50) 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Arbeitsschutzausschuβ) 관련 공식적 통계자료
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수집하지 못하였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51

시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업원평의회의 참여하에 종업
원의 재해 및 건강위험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안전위촉자를 선임하여
야 한다. 생명과 건강의 특별한 위험이 있는 기업에는 산재보험 관리운영
기관이 산재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3문에 의거하여 제1문에 의한 최소
종업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안전위촉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제3문) 생명과 건강 위험이 적은 기업은 상시 종업원 수 20인을 상향 조
정할 수 있다(제4문).
나. 안전위촉자의 업무
안전위촉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대책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주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 안전시설, 안전설비 및 개
인보호구의 비치와 규정에 의한 사용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사고위험과
건강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제22조 제2항).
다. 불이익 금지
안전위촉자는 그에게 위촉된 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 제22조 제3항).

2. 현 황
가. 안전위촉자 수

2005년도 현재 산업부문,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 산재보험에 임명된 안
전위촉자는 총 55만 7,460명이다. 이 중 산업부문 산재보험에 68.2%
(380,212명), 농업부문 산재보험에 1.2%(6,459명), 공공부문 산재보험에
17.3% (69,510명),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에 13.3% (74,279
명)이다(표 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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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산재보험 종류별 안전위촉자 수 : 2001～2005
(단위 : 명)

2005

2003

2001

산업부문 산재보험

380,212

375,494

376,924

농업부문 산재보험

6,459

7,910

6,506

공공부문 산재보험

96,510

90,661

90,866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

74,279

79,995

62,188

557,460

554,060

536,484

전체

자료 : BMWA,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3, p.143.
BMAS,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5. p.217.

나. 사례: 기계금속 및 산재보험조합
(Maschinenbau-und Metallberufsgenossenschaft : MMBG)
BGV A1의 제20조 제1항과 부록 2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상
시종업원 20인에 1인의 안전위촉자를 임명하고 추가로 BGV A1의 부록
2에 의한 안전위촉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2>
산재예방규정 “산재예방원칙(BGV A1)” 제20조 제1항 관련 안전위촉자 수
1. 임명해야 할 안전위촉자 최소 숫자는 개별 사업의 종류에 따른 산재보험조합의
위험성 등급(Gefahrtarif)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룹

업무 종류

1

위험성 등급 6.0 이상 업무
위험성 등급 6.0 이하 업무
(그룹 3에 속하지 않는 경우)
영업․회계 업무 및 관리 업무

2
3

안전위촉자 1인당
최대 피보험자(근로자)수
50
70
250

2. 사업장의 특별한 개별적 경우에 있어, 산재보험조합은 임명해야 할 안전위촉자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료 : BGV A1 der MMBG, 200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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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업 산재보험조합(MMBG)의 위험성 등급은 다음과 같다. 예
를 들면 ‘가공’: 철강생산 16.7, 두꺼운 철판(5㎜ 이상) 가공 8.3, 얇은 철판
(5㎜ 이하) 가공 5.1, 트레일러의 제조 및 정비 5.7, 기계제작 3.4, 공작기
계생산 2.9, 가정용기계기구, 사무용기계․기구의 제작 및 정비 1.4 등
(MMBG, Gefahrtarif der MMBG).
산재보험법 제22조에 의하여 기계․금속업 산재보험조합에 가입한 사
업주는 기본적으로 상시 종업원 20인에서 1인의 안전위촉자를 임명하고,
추가되는 안전위촉자 임명은 앞의 BGV A1 부록 2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로 임명한다.
다. 안전위촉자의 교육훈련
2005년도 한 해 동안 6만 9,791명의 안전위촉자가 3,529개의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중 산업부문 산재보험에서 5만 6,813명이 2,865개의
교육과정에, 농업부문 산재보험에서 1,220명이 62개의 교육훈련과정에,
공공부문 산재보험에서 1만 1,758명이 602개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였
다(표 2-18 참조).
<표 2-18> 안전위촉자 교육훈련과정 : 2005
(단위 : 과정수, 명)

교육과정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 교육과정수
- 참가자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
- 교육과정수
- 참가자
공공부문 산재보험조합
- 교육과정수
- 참가자

1일

교육기간
2～3일
4일 이상

전체

523
9,509

1,790
34,656

552
12,648

2,865
56,813

24
467

31
649

7
104

62
1,220

328
6,893

274
4,865

-

자료 : BMAS,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5, pp.218～219.

602
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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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위촉자의 역할: 문제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
가에서는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Richtlinie
89/391/EWG) 제11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한 별도의 근로
자대표 제도의 확충과 관련하여 각각 자국의 관련 법령에 참여원칙을 명
시하였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에 근로자 참여 방향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산재보험법 제정 시에 논의의 진전이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제도의 확충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장 건강보호에 있어서 작업장 사정에 익숙한 부가적인 근로자대표는
개별 종업원의 경험을 가장 잘 활성화할 수 있고 또한 사업장 현장에서
안전보건 규정들의 준수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정부에서 ILO
협약 제176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BT-DS 13/8819, S. 19), 이와 같은
근로자대표 제도로서 가능한 것이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로
평가하였다. 이 제도를 통하여 ILO 협약 제176호 제13조 제1항 f호에 의
한 종업원에게 안전위촉자의 선출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Kohte, 199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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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재해, 직업 관련성 질병 발생 현황

1. 산업재해 현황
1960년대 초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한국은 현재 국민총생산이 세계 10
위권으로 주요 국가들 중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빠른
경제성장에 비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과 장애인의 발생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장 1,130,094개소의 11,059,193명의 피보험자 근로자 중 85,411명이 산업재
해를 당하였으며, 이 중 사망자는 2,493명이다(표 3-1 참조).
또한 신규 산재장해인(장해등급 1～14급) 발생은 3만 6,973명이며, 이는
당해 연도 재해자 수의 43.3%를 차지한다. 2005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
망자 및 산재장해자는 전체 산재발생자(85,411명)의 46.2%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사망 및 중증재해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도 사업장 규모별로 재해천인율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15.236)과 5인～49인 사업장(10.352)의 재해천인율은 전체 평균 (7.72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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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신체장해등급별 산재장애인 현황 : 2000～2005
(단위 : 명, %)
피보험
근로자수

총
재해자
수
(I)

산재장애인 발생현황(D)
천
인
율

사망자수
(E)
(E/I)

계(D)
(D/I)

1～3
급
(A)

사망 및 사망 및
8～14 장애인수
중증
급 (F=D+E)
재해율
(C)
(F/I)(%)

4～7
급
(B)

2001 10,581,186 81,434 7.696 2,748(3.4) 25,360(31.14) 493

2,907 21,960 28,108

34.5

2002 10,571,279 81,911 7.748 2,605(3.2) 26,354(32.17) 534

3,065 22,755 28,959

35.4

2003 10,599,345 94,921 8.955 2,923(3.1) 30,356(40.0)

633

3,449 26,274 29,197

30.8

2004 10,473,090 88,874 8.485 2,825(3.2) 33,899(38.1)

712

3,917 29,270 36,724

41.3

2005 11,059,193 85,411 7.723 2,493(2.9) 36,973(43.3)

852

4,963 31,158 39,466

46.2

* 장해등급 1～3급은 노동능력 상실도 100%, 장해등급 4～7급은 노동능력 상실도 50%
이상임.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3-2> 전산업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05

(단위 : 명,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천인율
사망자수
천인율

전체

5인
미만

5인
～49인

5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1,130,094

802,697

296,462

16,008

11,316

1,892

11,059,193 1,417,972

3,684,063

1,104,213

1,842,136

717,611

500인
～999인
1,126

1,000인
이상
593

760,771 1,532,427

85,411
(100.00)

21,604
(25.29)

38,138
(44.65)

6,753
(7.91)

8,164
(9.54)

2,227
(2.61)

2,423
(2.84)

6,120
(7.16)

7.723

15.236

10.352

6.115

4.422

3.103

3.185

3.994

2,493
(100.00)
0.225

471
(18.89)
0.332

918
(36.82)
0.249

229
(9.18)
0.207

396
(15.88)
0.215

130
(5.21)
0.181

163
(6.54)
0.214

186
(7.46)
0.121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2005), 2006, pp.32～33.

다 높다. 사망재해천인율 또한 5인 미만 사업장(0.332)과 5～49인 사업장
(0.249)에서 전체 평균(0.225)보다 높다(표 3-2 참조).

2. 심리적 부하,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 관련성 질병 증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로사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 이후 일자리 상실에 대한 공포, 새로운 기술․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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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가적인 개인적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과부담 등이 과로와 스트레
스의 원인이다(노동과 건강연구회, 1998: 1).
대형조선소 중 하나인 대우조선소에서의 합리화 영향과 관련한 1994년
전국노동자조합협의회(전노협)의 연구보고는 신경영전략(희망 90’s) 운동
의 문제점 평가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공포, 일자리 배치전
환으로 인한 불안,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연장, 산재위험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전노협, 1994: 133)(표 3-3 참조).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
사태를 겪은 후 살아남은 K, H, S 그룹 등 5대 기업 사무직 근로자 386명
을 대상으로 한 신경정신과병원 원장(정혜신)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80.6%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살아남은 직장인 등이 겪는 정신의 황
무지화 현상, 즉 ADD 증후군(after downsizing syndrome)이라는 스트레
스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ADD 증후군의 “첫번째 단계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문에 예민해지며 섹스
에 대한 욕구도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제2단계는 상사의 지시에 순
응하거나 감봉, 휴가 반납 등을 감수하고 새 인사고과정책에 자신을 맞추
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등, 정신적 억압과 함께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
는 시기이며, 제3단계에 들어서면 회사를 다니나 그만두거나 별반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실적에 대한 공포도 없고 매사에 ‘될대로 되라’는 식의 자
포자기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51).
경쟁의 심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의 연간 보고에 의하면 이
와 같은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는 2000년 545명에서 2003년 82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 과로 및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0년 62명
에서 2003년 88명으로 증가하였다(표 3-3 참조). 2003년도에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820명)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2,923명)의 27.4%를 차지
하고 있다. 이들 작업 관련성 질병 사망자 수는 2003년도를 정점으로 이

51) <한국일보>, 1998. 11. 26(노동과 건강연구회, 별책부록 ｢산재동향｣ 1998. 11.
12, p.1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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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감소 추세에 있다.
<표 3-3> 대우조선 희망 90‘s 운동(신경경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전혀
별로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인원감축으로 인한
6
11
30
고용문제
(5.2)
(9.5)
(25.9)
배치전환으로 인한
3
7
40
직무 불안정
(2.6)
(6.1)
(35.1)
2
3
20
노동강도 강화
(1.7)
(2.5)
(16.9)
3
4
12
노동자들간 분열경향
(2.6)
(3.4)
(10.3)
2
5
9
노조의 약화
(1.7)
(4.3)
(7.8)
6
5
33
작업시간 연장
(5.2)
(4.3)
(28.7)
6
12
38
산재위험 증가
(5.3)
(10.6)
(33.6)
5
9
33
여유시간 축소
(4.3)
(7.7)
(28.2)

조금
그렇다
40
(34.5)
32
(28.1)
44
(37.3)
39
(33.6)
37
(32.2)
35
(30.4)
33
(29.2)
36
(30.8)

매우
그렇다
29
(25.0)
32
(28.1)
49
(41.5)
58
(50.0)
62
(53.9)
36
(31.3)
24
(21.2)
34
(29.1)

전체
116
(100.0)
114
(100.0)
118
(100.0)
116
(100.0)
115
(100.0)
115
(100.0)
113
(100.0)
117
(100.0)

자료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신경영전략에 따른 노동과정 변화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1994, p.133.

<표 3-4>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사망자 추이 : 2000～2005
작업 관련성 질병

합계

업무상 사고

직업병

2000

2,528

1,414

394

720

545

62

2001

2,748

1,575

415

758

680

78

2002

2,605

1,378

407

820

760

60

2003

2,923

1,533

482

908

820

88

2004

2,825

1,537

446

842

788

54

2005

2,493

1,398

455

640

608

32

소계

뇌․심혈관질환 스트레스, 과로, 간질환

주 : 1) 업무상 사고 사망 = 사업장 사고 사망 + 출퇴근시 사고 사망
2) 작업 관련성 질병 = 업무적 요인과 개인 질병 등 업무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뇌․심혈관계 질환, 신체부담 작업, 요통, 과로, 스트레
스, 간질환 등)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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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제도의 발전 과정

노․사의 참여에 의한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을 위하여 정부(노동부)에
서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관련 제도를 보완 또는 신설하였
으며, 아울러 정부의 중장기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그의 시행을
촉구해 왔다. 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도로서는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의 참여에 관한 제도 등이 있다.
노동부는 1991년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1991～1996)｣의 10대
주요 추진사업 중 첫 번째 사업으로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강화’
를 선정하였으며, 이의 6개 세부사업 중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책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통한 노
사화합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참여 유도 및 회의 결과 게시․지도’를 꾀
하고자 하였다52). 또한 노동부는 1996년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1997～1999)｣의 8대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 중점과제로 ‘노사 공동책
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을 선정하였으며, 이의 5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율 재해예방활동 촉진
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와 의결권 부여,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보장을 통해 개
선을 꾀하고자 하였다53).
노동부의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에서는 5개 부
문 주요정책 과제와 추진시책 중의 하나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
율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노사 공동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54).
52) 노동부,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1991～1996)｣, 1991, p.14.
53) 노동부,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1997～1999) 세부시행계획｣, 1996, pp.3～6.
54) 노동부,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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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2009)｣에서는 5개 부
문의 주요정책 과제 및 추진시책 중의 하나인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
방활동 촉진’사업의 세부사업 ‘노사참여적 산재예방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및
‘노사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확대’를 계획하였다5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5년간(1991～2004) 정부(노동부)에서
는 산재예방을 위하여 노사 참여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6).

제 3 절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 참여

1.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장(제29조～36조)에 단체교섭 및 단
체협약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
55)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2009)｣, 2004.
56) 노동부는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을 수립하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위
원회가 노사 공동의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별 운영모델 개발․보급, 노․사 위원
교육 실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1995년 7월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
입․운영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약 4,000여 명이 위
촉되어 있으나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합리적
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계
획 5개년계획(2005～2009)｣, 2004,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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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57)
나. 단체협약의 작성
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
명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라. 단체협약상 기준의 효력
법 제33조 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법 제35조에 의거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
용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
약이 적용된다.

57) 1997년도 법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단체협약 체결권과 관련한
애매한 판단 쟁점, 즉 “누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가?”라는 쟁점이 해소되
었다(윤성천․김정한, 단체협약분석(Ⅱ), 한국노동연구원, 199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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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한 조사연구가 2001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루
어졌다(김정한․문무기․전재식, 2002). 이 조사연구에서는 750개의 사업
장 단체협약58)이 수집․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부문에
아래 12개 항목이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의 결정사항,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작업환경 측정, 노동조합의 산
업안전 활동, 출퇴근재해, 일반건강진단, 건강진단 이상 발견시 조치, 재
해보상: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작업중지권, 의료비 지원(표 3-5
참조).
한국노총이 2005년도에 회원 노동조합을 통해 수집한 449개의 단체협
약 분석59)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아래 18개 항목으로 분석
되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② 안전보건관리자의 선
임, ③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④ 작업중지권의 보장, ⑤ 명예산
업안전감독관, ⑥ 안전보건관리규정, ⑦ 안전보건교육, ⑧ 안전장비 및 보
호구, ⑨ 작업환경 측정, ⑩ 건강진단, ⑪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⑫ 사고
및 질병의 대책, 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⑭ 유해위험작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⑮ 자체검사, ⑯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⑰ 의무실 및 구
급시설, ⑱ 환경보호(한국노총, 2005: 15～43)

58) 한국과 같은 사업장 단체협약 제도의 경우 기업이 개별 사항들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윤성천․김정한, 단체협약분석(Ⅱ), 1998, p.3).
59) 한국노총은 2005년도에 회원조합을 통하여 449개의 단체협약을 수거하여 분
석하였다. 이 작업으로 한국노총의 24개 회원조합 중 제조업은 금속노련과 화
학노련, 운수업종은 자동차노련과 전국택시노련, 공공연맹은 전력노조와 공공
노련, 그리고 금융산업노조 등 총 7개 회원조합의 단체협약을 분석하였으며,
다만 금융의 경우, 사업장은 33개이지만 협약서는 1개이기 때문에 1개로 처
리․분석하였다(한국노총(2005), 산업안전․재해보상편 단체협약자료집,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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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단체협약의 내용
1. 총칙 및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1. 1. 총칙:
- 유일교섭단체, - 협약의 우선, - 근로조건 저하금지, - 조직강제(Shop)제도, - 비조
합원의 범위, - 비조합원의 범위,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범위, - 제명․탈퇴자
의 확인
1. 2. 조합활동:
- 노동조합전임, - 상급단체 전임취임규정, - 임시상근자수, - 조합간부(전임자)의
유급조합활동시간, - 평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절차, -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련 출장시 출장비 지급 여부, - 조합비 공제, - 시설편의 제공, - 노동조합의 사
내홍보활동보장, - 조합원 교육시간.
2. 인사에 관한 규정
2. 1. 인사일반
- 인사원칙, -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협약상 구성 여부, - 승급, - 조합원 참여
형태, - 직장발전위원회 구성 여부, - 고용안정협약, - 해고회피 내용, - 우선채용
규정, - 남녀고용평등, - 사회적 책무, - 수습기간
2. 2. 정년 및 휴직
- 정년, -정년연장규정, -휴직요건, -휴직전 처우
2. 3. 징계 및 해고
- 징계, - 해고, - 부당징계 및 해고시 구제조치, - 퇴직사유, - 선임권보장
3.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3. 1. 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범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
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제, - 연장근로실시절차, - 휴일근로실시절차, - 야간근
로실시절차, - 교대제근무, - 휴뮤제, - 시업 및 종업시간
3. 2. 휴일․휴가
- 주휴제, - 유급휴일, - 유급휴일 중복시 처우, - 경조휴가, - 생리휴가, - 산전․산
후 휴가
3. 3. 임금
- 임금의 구성, - 임금결정방법, - 임금지급시기, - 통상임금. - 고정상여금, - 특별
상여금, - 연장․야간, 휴일근로시 할증임금, - 연봉제, - 퇴직금, - 수당의 종류,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개정시 노조의 참여형태
4. 복리후생에 관한 결정
- 복리후생시설, - 급식 제공, - 채력단련비, - 학자금 지급, - 우리사주제도, - 사내
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 교육훈련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사항, - 산업안전교육기
간,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 - 출퇴근재해, - 일반건강진단, - 건강진단 이상
발견시 조치, - 재해보상: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 작업중지권, - 의료비
지원

64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표 3-5>의 계속
6.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
6. 1. 단체협약의 성립
6. 2. 노동쟁의
- 평화의무조항, - 쟁의조항
6. 3.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 노사협의회 의결사
항,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 의결사항의 해석불일치시 중재규정, -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
6. 4. 단체협약의 관리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협약유효기간 중 재교섭, - 협약유효기간 만료시 효력연
장, - 협약갱신 요청시기, - 단체협약 자동갱신

자료 :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2), 단체협약분석(Ⅲ), 한국노동연구원.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현황
가. 개요
한국노총(2005)의 449개의 단체협약 분석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18개 사항, 그리고 재해보상 관련 사항은
재해보상 관련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 6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표 3-6
참조). 산업안전보건 관련 18개 항목 중 건강진단이 90.4%로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은 안전보건교육(56.3%), 안전장비 및 보호구
(53.7%), 건강진단의 사후조치(5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44.5%)의 순
이다. 또한 재해보상 관련 6개 항목 중 재해보상 관련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이 96.9%로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79.3%), 안전장비 및 보호구(53.7%), 재해보상의 근거(65.7%) 순이다.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사업장 단체협약(750
개)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것은 26.9%로 조사되
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 단체협약
(146개)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경우는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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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미만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 단체협약(604개) 중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경우는 26.0%로 나타났다(김정한 외, 2002:
209～291). 1,000인 미만 조합원 사업장의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율의 한 원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사업장 규모가
<표 3-6> 한국노총의 회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관
련 규정 현황(2005)
(단위 : 개, %)
규정 없음
규정 있음
단협 수 비율 단협 수 비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49
55.5
220
44.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272
60.6
177
39.4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411
91.5
38
8.5
작업중지권의 보장
419
93.9
30
6.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21
93.8
28
6.2
안전보건관리규정
255
56.8
194
43.2
안전보건교육
196
43.7
253
56.3
안전장비 및 보호구
208
46.3
241
53.7
작업환경 측정
276
61.5
173
38.5
건강진단
43
9.6
406
90.4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217
48.3
232
51.7
사고 및 질병의 대책
322
71.7
127
28.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434
96.7
15
3.3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과 임금
386
86.0
63
14.0
자체검사
436
97.1
13
2.9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447
99.6
2
0.4
의무실 및 구급시설
314
69.9
135
30.1
환경보호
430
95.8
19
4.2
재해보상 관련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14
3.1
435
96.9
재해보상의 근거
154
34..3
295
65.7
업무상 재해의 인정
93
20.7
356
79.3
부가보상
241
53.7
208
46.3
별도의 재해보험
388
86.4
61
13.6
원직복귀와 재활
330
73.5
119
26.5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조항

산업
안전
보건

재해
보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주 : 한국노총의 24개 회원조합 중 제조업종의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운수업종은 자동
차노련과 전국택시노련, 공공은 전력노조와 공공노련, 그리고 금융은 금융산업노
조의 총 7개 회원조합을 분석하였으며, 다만 금융의 경우, 사업장은 33개이지만
단체협약서는 1개이기 때문에 1개로 처리․분석하였음.
자료 : 한국노총(2005),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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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인 데 기인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1,000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단서조항)
한국노총은 1990년 회원 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834개를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정
이 명시된 단체협약은 22.2%로 나타났다(한국노총, 1991: 129). 1990년 1
월 13일 전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제2문단에 의하면 노
사협의회법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이를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용승․이재원․윤조덕(2004)이 한국노총 회원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
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또는 노사협
의회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78.2%(545개소 중 426개소)로
조사되었다(박용승․이재원․윤조덕, 2004: 115).
한국노총이 2005년도에 소속회원 노동조합을 통해 수집한 449개의 단
체협약 분석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이 명
시된 경우는 44.5% 나타났다(한국노총, 2005: 11).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의 효력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은 10.0%(750개 중
75개)이며, 이들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협약 중 그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
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58.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성실히 준수
(29.3%),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다(6.7%) 등의
순이다60)(김정한 외, 2002: 292).
6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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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한국노총(2005)의 단체협약 분석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6.2%(449개 중 28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5 참조).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2)의 연구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2)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활동에 관하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은 11.5%(750개 중 86개)
로,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건설
업(16.7%), 제조업(15.6%), 전기․가스․수도(11.1%), 운수․창고 및 통
신업(6.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4.9%), 사회 및 개인서
비스업(3.5%)의 순이다(김정한 외, 2002: 298～299). 규정이 있는 협약의
내용을 보면 작업환경 측정이 62.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안전보건문제
조사(46.5%), 재해원인조사(36.0%), 작업장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
외활동(23.3%)의 순이다.
한국노총(2005)의 단체협약 분석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8.5%(449개 중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6 참조).

4.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복 규정
한국노총(2001, 2005)의 ‘2002년도 산업안전보건 모범단체협약(안)’ 및
‘2006년도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편 모범단체협약안’에 의하면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계자의 임명 및 해임 등 18개 사항이 제시되어

운영(법 제19조 제1항) 및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제4항)을 위반한 경
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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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산업안전보건 관련 한국노총의 모범 단체협약(안) 규정사항과 산재보
험법 규정과의 비교
사항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모범 단체협약(안)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조

법 제19조

2. 안전보건 관계자의 임명 및 해임

제2조

법 제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3.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제3조

-

4. 작업중지권

제4조

법 제26조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5조

법 제61조의2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 제정

제6조

법 제20조, 21조

7. 안전보건교육

제7조

법 제31조, 32조

8.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제8조

법시행규직 제28조,
29조, 30조, 31조

9. 작업환경 측정

제9조

법 제42조

10. 건강진단

제10조

법 제43조

11.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제11조

법 제43조

12. 사고나 질병 발생시의 대책

제12조

-

13. 물질안전보건자료

제13조

법 제41조

14.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지급

제14조

법 제46조

15. 자체검사

제15조

법 제36조

1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제16조

법 제28조

17.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제17조

-

18. 환경보호

제18조

-

자료 : 한국노총(2001), 2002 산업안전보건․산재보상 단체협약자료집, pp.1～7.

있다(한국노총, 2001: 1～7, 한국노총, 2005: 55～65). 그러나 이들 사항들
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다(표 3-7 참조).
한국노총은 1990년대 초부터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에게 개별 사업
장 단체협약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예: 응급처치)도 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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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참조). 이를 통하여 한국노총은 근로자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
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조건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새로운 사항의 단체협약에의 명시
민주노총은 산하 노동조합들에게 단체협약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새로
운 사항, 예를 들면 근골격계질환61), 뇌심혈관계질환 등을 명시하도록 권
하고 있다(민주노총, ｢민주노총 사업보고｣, 2002, 153쪽; 2003, ｢민주노총
사업보고서｣, 88쪽).

6. 노동조합 미설립 사업장에 단체협약의 영향력 없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들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다.
2004년 말 현재 기업별 및 산별 차원의 노동조합 수는 총 6,017개소이
다. 또한 조합원 수는 1,536,843명이며, 이 중 남성이 78.9%(1,211,952명)
이고 여성이 21.1%(324,891명)이다(표 3-8 참조).
<표 3-8> 노동조합 및 조합원 현황 : 2004
연맹별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급단체 미가입
전체

조합수
3,714
1,256
1,047
6,017

전체
780,183
668,136
88,524
1,536,843

조합원 수
남성
633,933
510,594
55,369
1,211,952

여성
146,250
157,542
15,812
324,89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6), 2006 KLI 노동통계, p.165.
(원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2005. 09)

61) 실제 사례로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인천중앙병원의 경우, 2004년 12월 24일
현재 척추 관련 상병을 가진 산재환자 수는 입원환자 총 457명 중 49.9%(228
명)이며, 산재외래환자 총 830명 중 47.3%(393명)이다(윤조덕․윤순녕․김희
걸․김상호․박수경(2005),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재활․복지)
한국노동연구원,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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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8월 현재
11.8%이다(표 3-9 참조). 또한 2003년도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율
은 5～9인 사업장 5.8%, 10～29인 사업장 14.3%, 30～99인 사업장 24.8%,
100～299인 사업장 51.7%, 300～499인 사업장 68.4%,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 77.0%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표
3-10 참조).
<표 3-9>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 추이 : 2003～2005
(단위 : 천명, %)
2003년 8월
2004년 8월
2005년 8월

임금근로자 수
14,149
14,584
14,968

조합원 수
1,615
1,815
1,760

비율
11.4
12.4
11.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6), 2006 KLI 노동통계, p.166.

<표 3-10>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사업체 비율 추이 : 2000～2003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5～9인
7.1
7.0
5.7
5.8

10～29인
14.2
12.4
15.7
14.3

30～99인
24.4
25.4
22.2
24.8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53.7
75.2
77.6
54.9
69.0
74.5
51.8
63.5
78.0
51.7
68.4
77.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5), 2005 KLI 노동통계, p.206.

제 4 절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1. 관련 법령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이하 ‘근참법’이라 한다)62)에 노사
62) 1997년에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
지에서 기존의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1997. 03.13. 법률 제5312호)이 새로이 제정․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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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임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다.
가. 노사협의회 설치
근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30인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1호
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
로 정의하고 있다.
나.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근참법 제6조 제1항). 근로자를 대표
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노사협의회 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법 제 8조 제1항).
다.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근참법 제19조), 의결사항(법 제20조) 및 보고
사항(법 제21조)를 다루며,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
치가 있는 경우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법 제24조).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
경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표 3-11 참조).

72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표 3-11>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내

용

1.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
1. 협의사항
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근참법 제19조 제1항)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4. 근로자의 복지촉진
15.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법제20조)

3. 보고사항(법제21조)

1.
2.
3.
4.
5.
1.
2.
3.
4.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지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라. 노사협의회의 운영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근참법 제12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
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법 제14조).

2.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허찬영․이의규․윤광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2001년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은 30인 이상 설치대상 사업장 29,89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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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 2001. 8. 31.현재
(단위 : 개소, %)
30～50인

50～99인

100～199인 200～499인 500인 이상

대상 사업장

12,896

9,309

4,502

설치 사업장

12,437

9,255

설 치 율

96.4

99.4

전체

2,197

1,019

29,896

4,436

2,202

1,019

29,348

98.5

100.0

100.0

98.2

자료 : 허찬영 외(2001), ｢사협의회 실태조사｣, p.6.

중 98.2%(29,3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63)(표 3-12 참조). 이러한 설치율
은 근참법 제정 초기인 1997년 말의 84.9%, 1998년 말의 93.9%, 2000년
말의 96.5%에 비해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허찬영 외, 2001: 6).
한편 설치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율이 100.0%이며, 1997년 근참법 제정으로 인해 노사협의회 설치가 신규로
포함된 30～49인 사업장의 설치율이 96.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 29,348개소
중 제조업이 50.5%이고 비제조업이 49.5%이다(표 3-13 참조).
노조 유무별 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 분포를 살펴보면 총 29,348개소 중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 20.1%이고, 비조직 사업장이 79.8%
이다(표 3-14 참조).
<표 3-13> 산업별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 2001. 8. 31. 현재
(단위 : 개소, %)
제
비

조
제 조
전체

업
업

설치 사업장
14,825
14,523
29,348

점유 비율
50.5
49.5
100.0

자료 : 허찬영 외(2001), p.8.

63)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노사협의회는 총 35,968개소가 설치되어 있
다. 이 중 제조업 16,851개는 건설업 1,647개소, 기타 비제조업 17,470 개소이
다. 기타 비제조업 중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213개소, 전기․가스․수도
223개소, 도소매 및 음식숙박 2,732개소, 운수업 2,933개소, 신문, 방송, 통신업
1,318개소, 정보처리․연구서비스 4,275개소, 교육․의료업 1,656개소, 기타
3,669소이다(노동부, ｢내부자료｣,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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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노조 유무별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 2001. 8. 31.현재
(단위 : 개소, %)

노조 있음

노조 없음

전

체

설치 사업장

5,894

23,454

29,348

점유비율

20.1

79.8

100.0

자료 : 허찬영 외(2001), p.8.

3. 노사협의회 운영
허찬영․이의규․윤광희64)(2001)의 연구에 의하면 3점 척도의 설문에
서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 수준은 모든 보고사항에서 ‘보고 수준’인 평균
값 1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력계획의 경우 1.41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분기별 생산계획과 생산실적에 관한 사항
(1.39점),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1.26점), 회사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1.16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 수준은 ‘협의 수준’ 평균값 2점에 도달한 항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근로복지증진’이 1.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안전
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1.91점),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의 운영(1.8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 수준은 ‘의결 수준’인 평균값 3에 도달한 항목은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협의 수준’인 평균값 2에는 못 미치고
‘근로자 고충처리’(2.02점)만이 협의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허찬영․이의규․윤광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
지 3년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이 합의된 경우의 이행
실태는 연도별 100% 이행률 추이의 경우, 1998년 68.7%, 1999년 76.9%,
2000년 74.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이행률이 50% 미만인 경
우, 1998년 4.4%, 1999년 3.1%, 2000년 5.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64) 허찬영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1년 8월 20일부
터 9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업체는 300개소이었으
며, 각각 사용자측 위원 1인과 근로자측 위원 1인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았다
(허찬영 외(200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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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 수준
(단위 : 개소, %, 점)
의결

협의

보고

다루지
않음

평균
(SD)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관련 사항(n=534)

52
(9.7)

129
(24.1)

263
(49.1)

92
(17.2)

1.26
(.86)

회사의 경제적․재정적
상황(n=536)

38
(7.1)

105
(19.6)

299
(55.8)

94
(17.5)

1.16
(.79)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
적에 관한 사항(n=469)

65
(13.9)

123
(26.2)

210
(44.8)

71
(15.1)

1.39
(.91)

작업수칙 제정 및 개정
(n=422)
인사․노무관리상의 제
도개선(n=553)

75
(13.5)
38
(9.0)
79
(17.8)
75
(18.0)
79
(18.7)
106
(19.2)

191
(34.4)
129
(30.5)
192
(43.3)
183
(44.0)
169
(40.0)
241
(43.6)

179
(32.2)
126
(29.8)
115
(26.0)
92
(22.1)
91
(21.6)
117
(21.2)

111
(20.0)
130
(30.7)
57
(12.9)
66
(15.9)
83
(19.7)
89
(16.1)

1.41
(.96)
1.18
(.97)
1.66
(.92)
1.64
(.95)
1.58
(1.01)
1.66
(.97)

근로자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n=553)

90
(16.3)

217
(39.2)

149
(26.9)

97
(17.5)

1.54
(.96)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
반원칙(n=523)
2. 협의사항 안전․보건 및 작업환
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
증진(n=563)

132
(25.2)

193
(36.9)

91
(17.4)

107
(20.5)

1.67
(1.07)

152
(27.0)

257
(45.6)

103
(18.3)

51
(9.1)

1.91
(.90)

근로자 복지증진
(n=578)

165
(28.5)

265
(45.8)

99
(17.1)

49
(8.5)

1.94
(.89)

임금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n=556)

163
(29.3)

215
(38.7)

99
(17.8)

79
(14.2)

1.83
(1.01)

작업 및 휴게시간 운영
(n=543)

158
(29.1)

221
(40.7)

91
(16.8)

73
(13.4)

1.85
(.99)

성과배분(n=487)

89
(18.3)

173
(35.5)

100
(20.5)

125
(25.7)

1.46
(1.06)

노동쟁의 예방(n=459)

93
(20.3)

184
(40.1)

56
(12.2)

126
(27.5)

1.53
(1.10)

구

1. 보고사항

분

인력계획(n=556)
신기계․신기술의 도입
(n=423)
생산성 향상의 추진
(n=443)
작업공정 개선(n=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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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의 계속
구

3. 의결사항

분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
본계획 수립(n=557)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n=553)
사내근로자복지기금의 설
치(n=440)
근로자 고충처리(n=55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
치(n=472)

의결

협의

보고

99
(18.0)
139
(25.1)
104
(23.6)
158
(28.5)
122
(25.8)

186
(33.8)
238
(43.0)
129
(29.3)
280
(50.5)
185
(39.2)

156
(28.3)
97
(17.5)
60
(13.6)
85
(15.3)
57
(12.1)

다루지
않음
110
(20.0)
79
(14.3)
147
(33.4)
32
(5.8)
108
(22.9)

평균
(SD)
1.50
(1.01)
1.79
(.98)
1.43
(1.18)
2.02
(.82)
1.68
(1.09)

주 : 각 항목별 평균값은 ‘의결(3점)’, ‘협의(2점)’, ‘보고(1점)’, ‘다루지 않음(0점)’의 순으
로 가중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것임.
자료 : 허찬영 외(2001), p.31, p.34, p.36.

3-16 참조).
또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이 합의
된 경우의 이행실태는 연도별 100% 이행률 추이의 경우, 1998년 74.5%,
1999년 75.4%, 2000년 75.5%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이행
률이 50% 미만인 경우, 1998년 4.4%, 1999년 5.8%, 2000년 5.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3-17 참조).
<표 3-16> 최근 3년간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이 합의된 경우의 이행 실태
(단위 : 개소, %)
1998
1999
2000

25% 미만
4(2.2)
1(0.5)
5(2.1)

25～49%
4(2.2)
5(2.6)
8(3.3)

50～74%
28(15.6)
21(10.8)
17(7.1)

75～99%
20(11.2)
18(9.2)
32(13.3)

100%
123(68.7)
150(76.9)
178(74.2)

전체
179(100.0)
195(100.0)
240(100.0)

자료: 허찬영 외(2001), p.43.

<표 3-17> 최근 3년간 ‘의결사항’이 합의된 경우의 이행 실태
(단위 : 개소, %)
1998
1999
2000

25% 미만
3(1.9)
4(2.3)
4(1.9)

자료 : 허찬영 외(2001), p.44.

25～49%
4(2.5)
6(3.5)
7(3.4)

50～74%
17(10.6)
20(11.7)
17(8.2)

75～99%
17(10.6)
12(7.0)
23(11.1)

100%
120(74.5)
129(75.4)
157(75.5)

전체
161(100.0)
171(100.0)
2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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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사항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협의
사항일 뿐이며, 협의사항 수준과 이행률도 낮은 뿐만 아니라 아예 다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표 3-16 참조).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사항에 따라서 경
영참가 방식으로 참여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사항은 협의사항
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는 한 별의미가 없다.
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규정 없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처음부터 노사협의회가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기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 대
변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 5 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1. 관련 법령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심
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명
시되어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상기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사용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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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06년 3
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7920호)시 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
조항 “다만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다”가 삭제되었다.
또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유해․위험업종65)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5
조 제2항). 이들 유해․위험업종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 화합물․생약제재 비누
업, 비누․세정 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안전감독관 그리고 근로
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당해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 사용자위
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산업보건의,
그리고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항).
65) 유해․위험업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
가 현저히 높은 업종”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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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는 매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
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
항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
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안전관리자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 자
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업장 전수조사 자
료는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전국단위 조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2002년부터 매년 산업안전보건 관련 ‘동향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
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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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제조업) : 2005
(단위 : 개소, %)

사업장수
5～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67,441
5,190
3,111
592
352
76,686

설치되어
있음
2.3
26.0
47.8
57.7
85.1
6.5

설치여부
노사협의회로
미설치
갈음
4.9
92.8
33.7
40.3
37.9
14.3
40.4
1.9
14.9
0.0
8.5
8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5), 2005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보
고서, 203쪽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05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66)에
의하면 전국의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76,686개소 중 산업안전보건위원
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6.5%, 노사협의회로 갈음 사업장 8.5%, 그
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음 85.0%로 나타났다(표 3-18 참조).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되어 있음 85.1%, 노사협의회로
갈음 14.9%로 나타났다.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는 설치되어 있음
47.8%, 노사협의회로 갈음 37.9%, 미설치 14.3%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05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의 기타 비제조업(제조업과 건설업 제외) 1,439개 조사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라고
66) 전산업의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 중 제조업 2,500개
소와 건설업 1,000개소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1,500개소
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하였으며, 조사 완료된 표본은 제조업 2,633개 사업장,
건설업 941개 현장 그리고 비제조업 1,439개 사업장으로 총 5,013개 사업장이
었다. 본 조사는 2005년 4월 14일～7월 14일 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안전담당자 혹은 노무, 총무, 관리부 등 안전보건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5),
p.6).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모집단을 층화변수(지역, 산업, 규모)를 이용하
여 층화하고(stratification), 층별 표본 배분은 네이만 배분법을 이용하였으며,
모수추정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같은 자료, p.29).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81

<표 3-19> 사업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기타 비제조업) : 2005
(단위 : 개소, %)
5～49인

50～99인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6( 2.9)

8(15.7)

21(36.8)

12(44.4)

47(13.7)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노사협의회로 대체

16( 7.7)

14(27.5)

20(35.1)

11(40.7)

61(17.8)

185(89.4)

29(56.9)

16(28.1)

4(14.8)

234(68.4)

207(100.0)

51(100.0)

57(100.0)

27(100.0)

342(100.0)

설치되어 있지 않음
전체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자료 : 윤조덕·한충현(2006), 기타 비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 p.20.

응답한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 사
업장 342개소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13.7%, 노
사협의회로 갈음하는 사업장 17.8%, 그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68.4%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
상 사업장은 설치되어 있음 44.4%, 노사협의회로 갈음 40.7%, 미설치
14.8%로 나타났다.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는 설치되어 있음 36.8%,
노사협의회로 갈음 35.1%, 미설치 28.1%로 나타났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2005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제조업의 사업장에 대
하여 동 위원회가 산재예방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된
설문에 대하여 전체평균 3.84점으로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편인 것으
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99인 이상
사업장 평균 3.82점, 100～299인 사업장 평균 3.86점, 300인～499인 사업
장 3.93점,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4.04점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재예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승․이재원․윤조덕(2004)이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노동조합을 대
상으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67)를 200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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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재예방 활동에 미치는 영향(제조업) : 2005
(단위 : 개소, %, 점)

5～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전혀 영향을
사업장
미치지 않음
수
(1점)
1,525
0.0
1,348
0.0
1,486
0.0
342
0.0
299
0.4
5,001
0.0

영향을
미치지
않음(2점)
1.3
1.0
0.4
0.0
3.1
1.0

보통
(3점)
38.4
36.6
29.6
36.3
18.4
34.0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임(4점)
39.0
41.9
54.1
44.2
48.9
45.2

매우 큰
영향을
미침(5점)
21.3
20.7
16.0
19.5
29.3
19.9

전체

5점
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0
3.82
3.86
3.83
4.04
3.84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5), 2005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보고서, p.210.

<표 3-21> 사업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토의 안건
(단위 : 건, %)
49인
이하1)

50～99인2) 100～299인3)

300～
499인4)

500 ～
999인5)

1,000 ～
1,999인6)

2,000인
이상7)

전체

작업환경 개선 및 점검
13(11.5) 59(13.4)
164(11.7) 53(11.2) 39(10.6) 22(10.4) 15(10.3) 365(11.6)
건강진단 결과 토의 및 대책 수립
10( 8.8) 31( 7.0)
115( 8.2) 37( 7.8) 31( 8.4) 14( 6.6) 12( 8.3) 250(7.9)
응급환자 및 산재환자의 치료대책
6( 5.3) 29( 6.6)
95( 6.8) 33( 6.9) 27( 7.3) 17( 8.1)
9( 6.2) 216(6.8)
안전보건교육
17(15.0) 45(10.2)
135( 9.6) 43( 9.1) 29( 7.9) 20( 9.5) 12( 8.3) 301(9.5)
산재환자의 보상
11( 9.7) 37( 8.4)
107( 7.6) 38( 8.0) 21( 5.7) 10( 4.7)
9( 6.2) 233(7.4)
복지시설 및 복지대책의 수립
12(10.6) 47(10.7)
120( 8.6) 38( 8.0) 31( 8.4) 16( 7.6) 11( 7.6) 275(8.7)
산재원인조사 및 예방계획 수립
12(10.6) 31( 7.0)
122( 8.7) 45( 9.5) 31( 8.4) 18( 8.5) 13( 9.0) 272(8.6)
의무실 관리 및 지정병원의 이용
5( 4.4) 30( 6.8)
86( 6.1) 40( 8.4) 30( 8.2) 15( 7.1) 11( 7.6) 217(6.9)
작업환경측정결과 검토 및 대책수립
7( 6.2) 38( 8.6)
123( 8.8) 38( 8.0) 28( 7.6) 22(10.4) 11( 7.6) 257(8.1)
99( 7.1) 31( 6.5) 26( 7.1) 15( 7.1) 10( 6.9) 210(6.7)
유해물질 및 유해성 조사
9( 8.0) 20( 4.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2.7) 27( 6.1)
86( 6.1) 26( 5.5) 22( 6.0) 15( 7.1) 10( 6.9) 189(6.0)
산업재해 통계 및 기록의 유지
4( 3.5) 27( 6.1)
90( 6.4) 34( 7.2) 24( 6.5) 17( 8.1) 12( 8.3) 208(6.6)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1( 0.9)
8( 1.8)
24( 1.7)
7( 1.5) 12( 3.3)
2( 0.9)
4( 2.8)
58(1.8)
안전보건 개선 계획
3( 2.7) 12( 2.7)
34( 2.4)
9( 1.9) 17( 4.6)
7( 3.3)
6( 4.1)
8.8(3.0)
기타
․
․
1( 0.1)
3( 0.6)
․
1( 0.5)
․
5(0.2)
전체
113(100.0) 441(100.0) 1,401(100.0) 475(100.0) 368(100.0) 211(100.0) 145(100.0) 3,154(100.0)

주 : 1) 총 17명이 113건을 중복 응답.
2) 총 63명이 441건을 중복 응답.
3) 총 178명이 1,401건을 중복 응답.
4) 총 56명이 475건을 중복 응답.
5) 총 39명이 368건을 중복 응답.
6) 총 24명이 211건을 중복 응답.
7) 총 15명이 145건을 중복 응답.
자료 : 박용승․이재원․윤조덕(2004), 산업재해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p.116.

67) 한국노총 산하 25개 노련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
으로 설문지 총 3,005부를 우편발송한 결과 612부(20.4%)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분석가능한 설문지는 총 554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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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2월 5일에 실시한 결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업장 규모
별 토의 안건은 <표 3-21>과 같이 나타났다. 총 3,154건의 응답 중 작업
환경 개선 및 쟁점이 11.6%(36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안전보건교
육(9.5%), 복지시설 및 복지대책의 수립(8.7%), 산재원인조사 및 예방계획
수립(8.6%), 작업환경 측정결과 검토 및 대책수립(8.1%)의 순이며, 응급환
자 및 산재환자의 치료대책(6.8%)도 토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노련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토의 안건 처리방법
(단위 : 명, %)
회의록 기록과 당면 문제를
함께 합의서 작성 합의만 함

회사측에 건의
사항으로 처리

주로 담당자끼리
알아서 처리

기타

전체

섬유․유통노련

9(64.3)

2(14.3)

1( 7.1)

2(14.3)

․ 14(100.0)

광산노련

1(33.3)

․

1(33.3)

2(33.3)

․

3(100.0)

전력노조

4(80.0)

․

1(20.0)

․

․

5(100.0)

외기노련

5(83.3)

․

1(16.7)

․

․

6(100.0)

정보통신노련

2(66.7)

․

1(33.3)

․

․

3(100.0)

항운노련

2(50.0)

․

․

2(50.0)

․

4(100.0)

해상산업노련

1(25.0)

1(25.0)

․

2(50.0)

․

4(100.0)

금융산업노조

3(100.0)

․

․

․

․

3(100.0)

담배인삼노조

10(100.0)

․

․

․

․ 10(100.0)

화학노련

66(72.5)

7( 7.7)

14(15.4)

4( 4.4)

․ 91(100.0)

금속노련

79(72.5)

12(11.0)

12(11.0)

6( 5.5)

․ 109(100.0)

자동차노련

20(57.1)

6(17.1)

2( 5.7)

7(20.0)

․ 35(100.0)

연합노련

12(60.0)

5(25.0)

․

3(15.0)

관광노련

2(66.7)

1(33.3)

․

․

체신노조

1(100.0)

․

․

전택노련

6(54.5)

1( 9.1)

3(27.3)

1( 9.1)

․ 22(100.0)
․

3(100.0)

․

1(100.0)

․ 11(100.0)

고무산업노련

1(100.0)

․

․

․

1(100.0)

철도산업노련

․

1(100.0)

․

․

․

1(100.0)

공공서비스노련
아파트노련
공공건설노련

․
․
․

․
․
․

․
․
․

1(100.0)
․
․

․
․
1(100.0)

1(100.0)
․
1(100.0)

1(100.0)
4(80.0)
229(68.8)

․

․
1(20.0)
37(11.1)

․
․
30(9.0)

정투노련
식품산업노련
전체

36(10.8)

․ 1(100.0)
․ 5(100.0)
1(0.3) 334(100.0)

자료 : 박용승․이재원․윤조덕(2004), 산업재해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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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로 대체)의 회의시 안건처리방법
에 대해서 응답자(334명)의 69.2%(231명)가 ‘회의록 기록과 함께 합의서
를 작성한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측에 건의사항으로 처리한
다’(11.1%), ‘당면 문제를 합의만 한다’(10.8%), ‘주로 담당자끼리 알아서
한다’(9.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4. 문제점
가. 의무설치 사업장 제한
노사협의회로 갈음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100인 이하 사업장
(또는 50인 이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의무가 없어 사
업장 내 근로자 참여를 통한 공동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산재예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3-19
참조)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제도적 결함이라고 하겠다68).
다. 업종별 특성 미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기
68) 조기홍은 2006년 11월 7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주한 협력사무소가 공동주최한 산업안전보
건과 근로자참여제도 한․독 세미나에서 “매일 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
재해의 심각성을 볼 때, 노조참여제도의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산업재
해 감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
치나 적용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소흘한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
하였다(안전광장(2006. 12),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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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일정수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있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의사항이 취업규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
건 조치에 대한 중대한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은 동 법상의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위원회 규정에 반하
여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5항).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
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만큼 그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법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이러
한 한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제 6 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한 참여

1. 관련 법령
가. 위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및 노동부 예규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운영규정｣[제정 1997.10.20.(예규 제353호), 최종 개정 2000.7.10.
(예규 제444호)] 제4조(추천 등) 및 제5조(위촉 등)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산재
예방 관련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
고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다.
위촉에 있어서 1999년 6월 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대통령
령 제16388호)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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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23 참조).
<표 3-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임기, 업무
사업장
사업장 외
위촉방법 및 임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소속 단체에서 추천하고 지
(시행령 제45조의2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
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
제1항 및 제3항)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해촉사유(시행령
제45조의3)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 ․단체에서 위촉된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 나 해임한 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
하게 된 때
위를 한 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업무
○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한함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시행령 제45조의2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개선 건의
제2항)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한 참여와 지원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검사에의 입회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 방업무와 이에 관련하여 노
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
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
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
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
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이에 관련하여 노동
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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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의 계속
구분
사업장
사업장 외
업무
○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한함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시행령 제45조의2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개선 건의
제2항)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참여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한 참여와 지원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검사에의 입회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 방업무와 이에 관련하여 노
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
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
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
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
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이에 관련하여 노동
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국회 제종길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3월 말 현재 명
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자는 총 3,814명이다. 이 중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이 96.0%(3,663명),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4.0%(151
명)이다(표 3-24 참조).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직군별로 분류해 보면, 전체 명예산업
안전감독관(3,663명) 중 제조업이 54.4%(1,99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건설업 21.2%(775명), 운수업 10.0%(367명), 기타 업종(서비스업 포함)
5.6%(205명)이다.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단체별로 분류해 보면, 전체 명예산
업안전감독관(151명) 중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상급노동조합)가 53.1%(8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산재예방

88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1)

<표 3-24> 2006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자 현황

(단위 : 명, %)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 군
통신
가스 및
병 철도 및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및
전기(전력․
원 지하철
방송
화력발전소)
775 1,992 367 133 78
66
42
(21.2) (54.4) (10.0) (3.6) (2.1) (1.8)
(1.1)
3,663(100.0)
3,814
경영계

노동계

사업장외
명예산업
기타 업종
안전
광업 (서비스업
감독관
등)
5
205
(0.1)
(5.6)
151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재예방 전문단체

기타

사용자 상급
대한산업 대한산업 기타 산업재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협회2) 노동조합
안전협회 보건협회 예방전문단체
10
(6.6)

46
(30.5)

10(6.6)

25
(16.6)

9
(6.0)

41
(27.2)

80(53.1)

8
(5.3)

8
(5.3)

57(37.8)

기타
단체
4
(2.6)
4(2.6)

151(100.0)
주 : 1) 국회 제종길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2006.3.31.)를 재구성(연구자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회사명을 보고 임의로 분류)하였음.
2)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 및 경영자총협회.

<표 3-25> 2006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자 현황2)
(단위 : 명, %)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제주․광주․전라
대전․충청
전체

제조업
122( 6.1)
567(28.5)
317(15.9)
453(22.7)
244(12.2)
289(14.5)
1,992(100.0)

건설업
177(22.8)
171(22.1)
48( 6.2)
168(21.7)
138(17.8)
73( 9.4)
775(100.0)

운수업
123(33.5)
134(36.5)
26( 7.1)
59(16.1)
25( 6.8)
367(100.0)

주 : 국회 제종길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2006. 3.31.)를 재구성(연구자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근무지 주소를 보고 지역별 분류)하였음.

전문단체(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37.8%(57명), 경영계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6.6%(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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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1,992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
이 28.5%(56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천․경기 22.7% (453명), 대
구․경북 15.9%(317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775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강원이
22.8%(17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산․경남 22.1%(171명), 인천․
경기 21.7%(168명), 제주․광주․전라 17.8 %(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367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대구·
경상이 36.5%(13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강원 33.5%(123명),
제주․광주․전라 16.1%(59명) 순으로나타났다.

3.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가. 일반 현황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75명에게 2006년 5월 15일부터 우편설문
을 발송하여 6월 20일까지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은 총 154명이다(표 3-26 참조). 이들의 성별은 응답자(154명) 중 남
자가 100.0%(154명)이다.
응답자(154명)의 평균 연령은 만 47.43세이며, 이 중 50대가 39.5%(60명)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25.7%(39명), 30대 25.0%(38명) 순이었다.
활동 지역은 응답자(154명)의 28.6%(44명)가 서울․강원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은 제주․광주․전라 23.4%(36명), 부산․경남 19.5%(30
명)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 기간은 응답자(154명)의 46.1%(71명)가 1년 이상～3년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년 미만 27.9%(43명), 3년 이상～6년 미만
18.2%(2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경위는 응답자(153명)의 41.2%(63명)
가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된 경우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의 희
망 28.8%(44명),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 15.7%(24명) 순이었다.
직책은 응답자(149명)의 40.3%(60명)가 원청 직영반장으로 가장 많았

90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으며, 그 다음은 원청 관리자 33.6%(50명), 하청 직영반장 8.1%(12명) 순
으로 조사되었다(표 3-26 참조).
현 건설현장 근속연수의 경우, 응답자(145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4.68
년이며, 이 중 1년 이하가 37.9%(55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년
이상～4년 미만 32.4%(47명), 10년 이상 11.7%(1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종사연수의 경우, 응답자(150명)의 평균 종사연수는 14.23년이
며, 이 중 10년 이하가 41.3%(6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1년 이
상～20년 이하 38.0%(57명), 21년 이상～30년 이하 14.7%(2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일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성별
(n=154)

연령
(n=152)

활동 지역
(n=154)

활동 기간
(n=154)

위촉
(n=153)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 균(표준편차)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제주․광주․전라
대전․충청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
본인의 희망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
기타(노동조합 또는 소속단체가 추천)

빈도
154(100.0)
․
3( 2.0)
38(25.0)
39(25.7)
60(39.5)
12( 7.9)
47.44세(9.74)
44(28.6)
30(19.5)
13( 8.4)
13( 8.4)
36(23.4)
18(11.7)
43(27.9)
71(46.1)
28(18.2)
12( 7.8)
44(28.8)
24(15.7)
63(41.2)
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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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의 계속
문항

구분
본사 관리자
원청 관리자
원청 직영반장
하청 관리자
하청 직영반장
현장 일반근로자-정규직
현장 일반근로자-임시직
기타
1년 이하
2년 이상～4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8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직책
(n=149)

현 건설현장
근속연수
(n=145)

평균(표준편차)
10년
11년
21년
30년

건설업
종사연수
(n=150)

빈도
5( 3.4)
50(33.6)
60(40.3)
11( 7.4)
12( 8.1)
4( 2.7)
6( 4.0)
1( 0.7)
55(37.9)
47(32.4)
15(10.3)
11( 7.6)
17(11.7)
4.68년(5.53)

이하
이상～20년 이하
이상～30년 이하
이상

62(41.3)
57(38.0)
22(14.7)
9( 6.0)

평균(표준편차)

14.23년(8.72)

<표 3-27> 건설현장 현황
(단위 : 명, %)
문항

공사종류
(n=146)
건설
현장

공사금액
(n=145)

구분
아파트
빌딩
플랜트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항만 및 수리시설
기타
전체
2억～20억원
20억～120억원(토목 20억～150억원)
120억～800억원(토목 150억～800억원)
800억원 이상
전체

빈 도(%)
48(32.9)
6( 4.1)
5( 3.4)
49(33.6)
5( 3.4)
6( 4.1)
7( 4.8)
5( 3.4)
15(10.3)
146(100.0)
1( 0.7)
6( 4.1)
67(46.2)
71(49.0)
145(100.0)

주 : 해당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직책이 본사 관리자 아닌 나머지 직책의 경우에만 응답
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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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규모에 있어서 공사 종류별로는 응답자(146명)의 33.6%(49
명)가 도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파트 32.9%(48명) 순으로 나타났
다(표 3-27 참조). 공사 금액별로는 응답자(145명)의 49.0%(71명)가 800
억 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0억～800억 원(토목 150억～
800억 원) 46.2%(6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 노동조합 미설립 및 근로자대표 미선출 건설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위촉
건설현장 노동조합 현황은 응답자(154명) 중 노동조합 있음 16.2%(25
명), 노동조합 없음 83.8%(129명)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
로자대표의 유무는 응답자(128명) 중 근로자대표 있음 63.3%(81명), 근로
자대표 없음 36.7%(47명)로 나타났다(표 3-28 참조). 이와 같은 조사 결
과는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하
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28> 건설현장내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빈 도(%)

문항

구분

빈 도(%)

노동조합
유무
(n=154)

없음

129(83.8)

없음

47(36.7)

있음

25(16.2)

근로자대표
유무
(n=128)

있음

81(63.3)

다.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건설현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가 설
치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126명)의 85.7%(108명)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안전․보
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8.7%(11명), 공정안전
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3.2%(4명),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협의기구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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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2.4%(3명)로 나타났다(표 3-29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
(106명)의 78.3%(83명)가 근로자위원69)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10명)의
70.0%(7명)가 근로자위원으로, 그리고 공정안전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협
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4명)의 75.0%(3명)
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협의기구가 설치 및 운
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해당 제도가 있
는지 몰라서,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각각 33.3%(1명)로 조사되었다.

6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
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
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
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 규
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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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산업안전보건 관련 심의․의결기구
(단위 : 명, %)
문항

산업
안전
보건
관련
심의
및
의결
기구
설치
여부
(n=12
6)

구분

빈도 문항

구분

빈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108
(85.7)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위원
1)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n=106)
참여하지 못함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11
( 8.7)

위원
(n=10)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공정안전보건협의체
4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 3.2)
설치되어 운영

위원
(n=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3
협의기구가
( 2.4)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이유
(n=3)

2)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83(78.3)
21(19.8)
2( 1.9)
7(70.0)
1(10.0)

참여하지 못함

2(20.0)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3(75.0)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0

참여하지 못함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무관심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1(25.0)
1(33.3)
0
1(33.3)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1(33.3)

주 : 1),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
러나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등의 건설현장 관리자가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현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
는 것으로 사료됨.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법령70)에 규정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서 현재 건설현
7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제2항에 다음과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
구 자체 검사에의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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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120억 원 미만(토목 20
억～150억 원)인 경우는 응답건수(24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
수지도”가 20.8%(5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건설현장에
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이 각각 16.7%(4건)로 나타났다(표
3-30> 참조). 120억 원 이상～800억 원 미만(토목 150억～800억 원)인
경우는 응답건수(338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와 “건설
현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가 각각 16.0%(54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의
입회” 11.8%(40건)로 나타났다.
8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응답건수(425건) 중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
체 점검에의 참여”가 15.5%(66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5.3% (65건)로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사항을 사측에 시정요구를 했음에
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응답
자(146명) 중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한다가 53.4%(78
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산업안전 관련기구(예: 산업안전위원회
또는 사업주간 협의체)에 보고 43.2%(63명), 노동부 지방노동지청에 신고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31 참조).
3.
4.
5.
6.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 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
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
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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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단위 : 건, %)
공사 금액
20억 ～
120억 원
2억 ～ 미만
20억 원 (토목
미만
20억
～150 억
원)

120억 ～
800억 원
800억 원
전체
미만
이상
(토목 150억
～800억 원)

⑴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
1(11.1)
의 참여

4(16.7)

54(16.0)

66(15.5)

125

⑵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건설현장 감
1(11.1)
독에의 참여

3(12.5)

34(10.1)

39( 9.2)

77

⑶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1(11.1)
에의 참여

2( 8.3)

39(11.5)

45(10.6)

87

⑷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1(11.1)
자체 검사에의 입회

3(12.5)

40(11.8)

49(11.5)

93

⑸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
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 1(11.1)
관에의 신고

0

22( 6.5)

33( 7.8)

56

⑹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 1(11.1)
지 요청

4(16.7)

38(11.2)

52(12.2)

95

⑺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
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 1(11.1)
한 설명회 참여

2( 8.3)

36(10.7)

43(10.1)

82

⑻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
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
1(11.1)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
강진단 실시 요청

1( 4.2)

21( 6.2)

33( 7.8)

56

⑼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11.1)

5(20.8)

54(16.0)

65(15.3)

125

전체

9(100.0) 24(100.0) 338(100.0) 425(100.0) 796

주 : 다중 응답 응답자 138명, 응답건수 7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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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법
(단위 : 명, %)
문

항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
노동부 지방노동지청에 신고

빈 도
78(53.4)
3( 2.1)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에 보고(예: 산업안전위원회 또는 사업주간 협의체)

63(43.2)

건설현장 노동조합에 문제제기

0( 0.0)

사업주단체에 문제제기

2( 1.4)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문제제기

0( 0.0)
전 체

146(100.0)

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방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게
하였을 때, 제1순위에서는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
족 35.6%(52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30.8%(45명) 순이었다(표 3-32 참조). 제2순위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
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28.8%(40명),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이 각각 18.0%(25명) 순이었다. 또한 가중치 없이 다중응답의 전체
순위는 응답건수(285건) 중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
족이 27.0%(77건)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
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24.6%(70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
한 정보교류 미흡 18.9%(54건) 순으로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게 하
였을 때, 제1순위에서는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
선 18.9%(28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18.2%(27명) 순이었다(표 3-33 참조). 제2순위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31.0%(44명),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제도 개선 19.0%(27명) 순이었다. 또한 가중치 없이 다중응답의
전체 순위는 응답건수(290건)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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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23.4%(68건)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은 건설현장에 적합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19.0%(55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17.6%(5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방해요인
(단위 : 명, 건, %)
방해요인

1순위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건설현장 관리자의 비협조
사업주의 인식 부족
해고(또는 계약해지)나 인사고과 등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전 체

1)

2순위

전체

52(35.6)

25(18.0)

77(27.0)

45(30.8)

25(18.0)

70(24.6)

7( 4.8)

20(14.4)

27( 9.5)

23(15.8)

21(15.1)

44(15.4)

5( 3.4)

8( 5.8)

13( 4.6)

14( 9.6)

40(28.8)

54(18.9)

146(100.0) 139(100.0) 285(100.0)

주 : 1) 응답자 146명, 응답건수 285건.

<표 3-3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건, %)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주도의

1순위

2순위

1)

전체

26(17.6)

7( 4.9)

33(11.4)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8( 5.4)

10( 7.0)

18( 6.2)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26(17.6)

16(11.3)

42(14.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27(18.2)

24(16.9)

51(17.6)

9( 6.1)

14( 9.9)

23( 7.9)

28(18.9)

27(19.0)

55(19.0)

24(16.2)

44(31.0)

68(23.4)

148(100.0)

142(100.0)

290(100.0)

건설현장 안전교육

유관 기관인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예: 건설현장 합동점검)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전 체

주 : 1) 응답자 148명, 응답건수 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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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가. 일반 현황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1,992명에게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편설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제조업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은 총 428명이다(표 3-33 참조). 이들의 성별은 응답자(428명)
중 남자가 99.3%(425명), 여자가 0.7%(3명)이다
응답자(424명)의 평균 연령은 만 43.41세이며, 이 중 40대가 52.8%(224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 27.4%(116명), 50대 18.6%(79명) 순이
었다.
활동 지역은 응답자(428명)의 31.5%(135명)가 부산․경남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은 인천․경기 18.9%(81명), 대전․충청 17.5%(75명) 순
으로 나타났다.
활동 기간은 응답자(428명)의 35.5%(152명)가 1년 이상～3년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년 이상～6년 미만 29.0%(124명), 1년 미만
19.2%(8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34, 표 3-35 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경위는 응답자(4 25명) 중 노사가 협
의해서 추천된 경우가 69.4%(295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기타(노
동조합 추천, 안전관리자 추천 등) 11.8%(50명),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
10.4%(44명) 순이었다.
직책은 응답자(426명) 중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가 47.4%(202명)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업장 관리자 27.2%(116명), 사업장 사무직 근로
자 11.5%(4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34, 표 3-36 참조).
현 사업장 근속연수의 경우, 응답자(424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15.46년
이며, 이 중 11년 이상～20년 이하가 51.2%(217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년 이하 26.2%(111명), 21년 이상～30년 이하 21.2%(90명) 순
으로 조사되었다(표 3-34 참조).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는 응답자(428명) 중 100인 이상～299인 이하가
46.5%(199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인 이상～99인 이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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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명), 300인 이상～499인 이하와 500인 이상～999인 이하가 각각 12.4%
(5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33, 표 3-35 참조).
<표 3-34> 일반 현황
(단위 : 명, %)
문항
성별
(n=428)

연령
(n=424)

활동 지역
(n=428)

활동 기간
(n=428)

위촉
(n=425)

구분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 균(표준편차)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제주․광주․전라
대전․충청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52(35.5)

3년 이상 ～ 6년 미만

124(29.0)

6년 이상

70(16.4)

본인의 희망

36( 8.5)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

44(10.4)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

295(69.4)

기타(조합 추천 등)

50(11.8)

1)

사업장 관리자
직책
(n=426)

116(27.2)
2)

202(47.4)

3)

49(11.5)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
4)

기타

현 사업장
근속연수
(n=424)

빈도
425(99.3)
3( 0.7)
2( 0.5)
116(27.4)
224(52.8)
79(18.6)
3( 0.7)
43.41세(6.54)
25( 5.8)
135(31.5)
66(15.4)
81(18.9)
46(10.7)
75(17.5)
82(19.2)

59(13.8)

10년 이하

111(26.2)

11년 이상～20년 이하

217(51.2)

21년 이상～30년 이하

90(21.2)

30년 이상
평균(표준편차)

6( 1.4)
15.46년(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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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의 계속
문항

구분
49인 이하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n=428)

주 : 1)
2)
3)
4)

빈도
13( 3.0)
72(16.8)
199(46.5)
53(12.4)
53(12.4)
38( 8.9)

주요 직책으로는 공무과장, 관리과장, 생산부장, 안전관리자 등으로 나타남.
주요 직책으로는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노조 산업안전부장 등으로 나타남.
주요 직책으로는 계장, 대리, 차장 등으로 나타남.
주요 직책으로는 근로자대표,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노조 산업안전부장, 노조 사
무장 등으로 나타남.

<표 3-35> 사업장 근속연수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기간
(단위 : 명, %)

1년 미만
10년 이하
11～20년
사업장 21～30년
근속
30년 이상
연수

23(20.7)
42(19.4)
14(15.6)
2(33.3)

전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기간
1년 이상 3년 이상
～
～
6년 이상
전체
3년 미만 6년 미만
54(48.6)
30(27.0)
4( 3.6) 111(100.0)
69(31.8)
68(31.3)
38(17.5) 217(100.0)
26(28.9)
25(27.8)
25(27.8) 90(100.0)
1(16.7)
1(16.7)
2(33.3)
6(100.0)

81(19.1)

150(35.4)

124(29.2)

69(16.3) 424(100.0)

주 : 사업장 근속연수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기간의 경우, 상관관계가 0.186(P<
0.01)으로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상관관계 계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6> 사업장 규모별 직책
(단위 : 명, %)

사업장
관리자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직책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

기타

전체

49인 이하

4(30.8)

4 (30.8)

3(23.1)

2(15.4)

13(100.0)

50～99인

33(45.8)

32(44.4)

4( 5.6)

3( 4.2)

7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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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의 계속

사업장
관리자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직책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

100～299인

59(29.8)

88(44.4)

25(12.6)

26(13.1)

198(100.0)

300～499인

8(15.4)

27(51.9)

9(17.3)

8(15.4)

52(100.0)

500～999인

5( 9.4)

34(64.2)

5( 9.4)

9(17.0)

53(100.0)

1,000인 이상

7(18.4)

17(44.7)

3( 7.9)

11(28.9)

38(100.0)

116(27.2)

202(47.4)

49(11.5)

59(13.8)

426(100.0)

전 체

기타

전체

나. 노동조합 미설립 및 근로자대표 미선출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위촉
사업장 노동조합 현황은 응답자(420명) 중 노동조합 있음 64.0%(269
명), 노동조합 없음 36.0%(151명)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
로자대표의 유무는 응답자(151명) 중 근로자대표 있음 86.8%(131명), 근
로자대표 없음 13.2%(20명)로 나타났다(표 3-37 참조).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
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현황에서는 49인 이하 인 경우, 응답자(12명)
중 노동조합 없음 75.0%(9명), 노동조합 있음 25.0%(3명)로 나타났다(표
3-38 참조). 50～99인 경우는 응답자(72명) 중 노동조합 없음 54.2%(39
명), 노동조합 있음 45.8%(33명)로, 100～299인 경우는 응답자(196명) 중
노동조합 없음 38.3%(75명), 노동조합 있음 61.7%(121명)로, 300～499인
경우는 응답자(52명) 중 노동조합 없음 21.2%(11명), 노동조합 있음
78.8%(41명)로, 500～999인 경우는 응답자(52명) 중 노동조합 없음
11.5%(6명), 노동조합 있음 88.5%(46명)로, 1,000인 이상인 경우는 응답자
(36명) 중 노동조합 없음 30.6%(11명), 노동조합 있음 69.4%(25명)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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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사업장내 노동조합
(단위 : 명, %)
문항

구분

빈 도(%)

노동조합
유무 (n=420)

없음

151(36.0)

있음

269(64.0)

문항

구분

빈 도(%)

근로자대표
유무 (n=151)

없음

20(13.2)

있음

131(86.8)

<표 3-38>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현황
(단위 : 명, %)
문항

사업장
규모
(n=420)

구분
49인 이하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전체

노동조합
없다

있음

9(75.0)
39(54.2)
75(38.3)
11(21.2)
6(11.5)
11(30.6)
151(36.0)

3(25.0)
33(45.8)
121(61.7)
41(78.8)
46(88.5)
25(69.4)
269(64.0)

전체
12(100.0)
72(100.0)
196(100.0)
52(100.0)
52(100.0)
36(100.0)
420(100.0)

다. 제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365명)의 57.8%(211명)가 산
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사협의
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39.2%(143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
는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 3.0%(11명)로 나타났다
(표 3-39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
(201명)의 89.1%(179명)가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136명)의 71.3%(97명)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
는 경우도 각각 6.0%, 15.4%로 조사되었으며,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등 사업장 관리자급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3-39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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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산업안전보건 관련 심의․의결기구
(단위 : 명, %)
문항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안전
보건
관련
노사협의회로 대체 설치
심의
되어 운영되고 있음
및
의결
기구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여부 또는 노사협의회 모두
(n=365)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빈도

문항

구분

빈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211
위원
1)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57.8) (n=201)
참여하지 못함

179(89.1)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143
위원
2)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39.2) (n=136)
참여하지 못함

97(71.3)

11
( 3.0)

이유
(n=9)

12( 6.0)
10( 5.0)

21(15.4)
18(13.2)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3(33.3)

노동조합의 무관심

1(11.1)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2(22.2)

기타

3(33.3)

주 :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건설업) 구성 시 근로자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5.0%, 13.2%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
은 이유는 응답자(9명)의 33.3%(3명)가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때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활동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법령에 규정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서 현재 사업장에
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
하게 한 결과, 사업장 규모가 49인 이하인 경우는 응답건수(63건) 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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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가 17.5%(11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
고, 그 다음은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의 입회
12.7%(8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이 각각 11.1%(7
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40 참조).
사업장 규모가 50～99인인 경우는 응답건수(380건) 중 사업장에서 행
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가 15.3%(58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5.0%(57건), 사업장에서 행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13.4%(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100～299인인 경우는 응답건수(998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각각
15.0%(149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
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3.0%(129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12.0%(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300～499인인 경우는 응답건수(300건) 중 근로자에 대
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14.3%(43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14.0%(42건),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3.3%(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500～999인인 경우는 응답건수(312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가 15.7%(49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
한 설명회 참여 12.8%(40건),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2.2%(38
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1,000인 이상인 경우는 응답건수(268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가 12.7%(34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
한 설명회 참여 12.3%(33건),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1.9%(32
건) 순으로 나타났다.

106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표 3-4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단위 : 건, %)
사업장 규모
49인
이하

50～
99인

100～ 300～ 500～ 1,000인
전체
299인 499인 999인 이상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11
58
149
42
49
34
(17.5) (15.3) (15.0) (14.0) (15.7) (12.7)

343

(2)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6
38
103
28
31
30
( 9.5) (10.0) (10.4) ( 9.3) ( 9.9) (11.2)

236

(3)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7
41
119
35
34
31
(11.1) (10.8) (12.0) (11.7) (10.9) (11.6)

267

(4)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의 입회

51
108
30
34
27
8
(12.7) (13.4) (10.9) (10.0) (10.9) (10.1)

258

(5)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23
65
26
24
25
( 6.3) ( 6.1) ( 6.5) ( 8.7) ( 7.7) ( 9.3)

167

(6)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29
7
38
96
29
36
(11.1) (10.0) ( 9.7) ( 9.7) (11.5) (10.8)

235

(7)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
6
48
129
40
40
33
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9.5) (12.6) (13.0) (13.3) (12.8) (12.3)

296

(8)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
26
75
27
26
27
3
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
( 4.8) ( 6.8) ( 7.6) ( 9.0) ( 8.3) (10.1)
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1
57
149
43
38
32
(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7.5) (15.0) (15.0) (14.3) (12.2) (11.9)
전 체

184
330

63
380
998
300
312
268
23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다중응답 응답자 410명, 응답건수 2,316.

2)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시 해결방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사항을 사측에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규모가 49인 이하에서는 응답자(13
명) 중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 53.8%(7명), 산업안전보
건 관련 협의기구에 보고 30.8%(4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41 참조).
사업장 규모가 50～99인인 경우는 응답자(69명) 중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 56.5%(39명),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 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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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시 해결방법
(단위 : 명, %)
사업장 규모
5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7
사측에 계속 요구
(53.8)

39
(56.5)

75
(40.1)

12
(23.1)

17
(32.7)

9
(25.7)

159
(39.0)

노동부 지방노동지청에
신고

3
( 4.3)

9
( 4.8)

7
(13.5)

4
( 7.7)

1
( 2.9)

24
( 5.9)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
4
기구에 보고
(30.8)

20
(29.0)

82
(43.9)

27
(51.9)

27
(51.9)

23
(65.7)

183
(44.9)

노동조합에 문제제기

1
( 7.7)

5
( 7.2)

17
( 9.1)

6
(11.5)

4
( 7.7)

2
( 5.7)

35
( 8.6)

상급 노동조합단체에
문제제기

0

0

0

0

0

0

0

1
( 7.7)

2
( 2.9)

3
( 1.6)

0

0

0

6
( 1.5)

0

0

1
( 0.5)

0

0

0

1
( 0.2)

13
(100.0)

69
(100.0)

187
(100.0)

52
(100.0)

52
(100.0)

49인
이하

사업주단체에 문제제기
산재예방전문단체에
문제제기
전 체

0

1,000인
전체
이상

35
408
(100.0) (100.0)

보고 29.0%(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100～299인인 경우는 응답자(187명)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에 보고 43.9%(82명),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 40.1%(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300～499인인 경우는 응답자(52명) 중 산업안전보건 관
련 협의기구에 보고 51.9%(27명),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 23.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500～999인인 경우는 응답자(52명) 중 산업안전보건 관
련 협의기구에 보고 51.9%(27명),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 32.7%(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1,000인 이상인 경우는 응답자(35명) 중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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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의기구에 보고 65.7%(23명),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 25.7%(9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방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게
하였을 때, 제1순위에서는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
족 41.8%(173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26.3%(109명) 순이었다(표 3-42 참조). 제2순위에서는 사업주의 인식 부
족 23.6%(95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23.1%(93명) 순이었다. 또한 가중치 없이 다중응답의 전체 순위는 응답건
수(816건) 중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이
30.0%(245건)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
한과 책임감 부족 24.8%(202건), 사업주의 인식 부족 20.8% (170건) 순으
로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게 하
였을 때, 제1순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27.1%(114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19.7%(83명)
<표 3-4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방해요인
(단위 : 명, 건, %)
방해요인

1순위

2순위

전 체1)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173(41.8)

72(17.9) 245(30.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109(26.3)

93(23.1) 202(24.8)

사업장 관리자의 비협조

27( 6.5)

38( 9.5)

사업주의 인식 부족

75(18.1)

95(23.6) 170(20.8)

해고(또는 계약해지)나 인사고과 등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전체

주 : 1) 응답자 414명, 응답건수 816건.

8( 1.9)
22( 5.3)

21( 5.2)

65( 8.0)

29( 3.6)

83(20.6) 105(12.9)

414(100.0) 402(100.0) 8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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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건, %)
활성화 방안

1)

1순위

2순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주도의 사
업장 안전교육

66(15.7)

27( 6.6)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45(10.7)

35( 8.5)

80( 9.6)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63(15.0)

54(13.1)

117(14.0)

114(27.1)

82(19.9)

196(23.5)

유관기관인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과의 연계 강화(예: 사업장 합동점검)

50(11.9)

77(18.7)

127(15.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83(19.7)

137(33.3)

220(26.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전체

전체

93(11.2)

421(100.0) 412(100.0) 833(100.0)

주 : 1) 응답자 421명, 응답건수 290건.

순이었다(표 3-43 참조). 제2순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
분 보장 33.3%(137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19.9%(82명) 순이었다. 또한 가중치 없이 다중응답의 전체 순위는 응답건
수(833건)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이 26.4%(220건)
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
의 인식 제고 23.5%(196건), 유관기관인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한국산업
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15.2%(127건) 순으로 나타났다.

5.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가. 일반 현황
철도를 제외한 택시, 버스, 화물(하역, 택배 등) 등의 운수업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273개 사업장71)에 2006년 10월 16일부터 우
71) 국회 제종길 의원을 통하여 받은 노동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자료
(2006. 3.31. 현재)의 운수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67명 중 철도를 제외한 버
스, 택시, 화물(택배, 하역 등) 운수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인원은 355명으
로 파악되었다. 이들 355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택시 150명, 버스 112명, 화물 11명, 총 273개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게 우편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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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설문을 발송하여 11월 20일까지 응답한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60명이며, 이 중 분석가능한 설문은 총 147부이다(표 3-44 참조).
<표 3-44> 일반 현황
(단위 : 명, %)
성별
(n=147)

연령
(n=146)

운송업 종류
(n=147)
운수업
근무연수
(n=140)

활동 지역
(n=144)

활동 기간
(n=135)

직책
(n=147)

위촉방법
(n=147)

구분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평 균(표준편차)
택시
버스
기타(화물, 하역, 콘테이너 등)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평 균(표준편차)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제주․광주․전라
대전․충청
1년 미만
1～3년
3～6년
6년 이상
운전기사
정비사
사업장 관리자(상무, 배차부장, 총무 등)
노동조합 관계자
본인의 희망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
기타

빈도
147(100.0)
0( 0.0)
17(11.6)
66(45.2)
58(39.7)
4( 2.7)
1( 0.7)
48.25세(7.01)
73(49.7)
66(44.9)
8( 5.4)
36(25.7)
67(47.9)
29(20.7)
8( 5.7)
16.36년(8.20)
44(30.6)
38(26.4)
17(11.8)
12( 8.3)
25(17.4)
8( 5.6)
13( 9.6)
29(21.5)
60(44.4)
33(24.4)
32(21.8)
11( 7.5)
41(27.9)
63(42.9)
15(10.2)
13( 8.8)
105(71.4)
1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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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의 계속
문항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n=145)

구분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빈도
24(16.6)
101(69.7)
15(10.3)
4( 2.8)
1( 0.7)

이들의 성별은 응답자(147명) 중 남자가 100.0%(147명)이다.
응답자(146명)의 평균 연령은 만 48.25세이며, 이 중 40대가 45.2%(66명)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39.7%(58명), 30대 11.6%(17명) 순이었다.
운송업 종류로는 응답자(147명)의 49.7%(73명)가 택시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은 버스 44.9%(66명), 기타(화물, 하역, 콘테이너 등) 5.4%(8
명) 순이었다.
운송업 근무연수의 경우, 응답자(140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16.36년이
며, 이 중 11～20년이 47.9%(67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년 이하
25.7%(36명), 21～30년 이하 20.7%(2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역은 응답자(144명)의 30.6%(44명)가 서
울․강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산․경남 26.4%(38명), 제주․
광주․전라 17.4%(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 기간은 응답자(135명)의 44.4%(60명)가 3～6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6년 이상 24.4%(33명), 1～3년 21.5%(2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책은 응답자(147명) 중 노동조합 관계자(대의원, 지부장, 위원장 등)가
42.9%(6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업장 관리자(상무, 배차부장,
총무 등) 27.9%(41명), 운전기사 21.8%(32명) 순이었다(표 3-45 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경위는 응답자(147명) 중 노사가 협의해
서 추천된 경우가 71.4%(105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의 희망
10.2%(15명),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 8.8%(13명), 기타 9.5%(14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는 응답자(145명) 중 100～299인이 69.7%(101
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99인 16.6%(24명), 300～499인
10.3%(1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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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응답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규모별 직책
(단위 : 명, %)

운전기사
50～99인

직책
사업장
관리자

정비사

노동조합
관계자

전체

7(29.2)

3(12.5)

4(16.7)

10(41.7)

24(100.0)

100～299인

21(20.8)

7( 6.9)

28(27.7)

45(44.6)

101(100.0)

300～499인

4(26.7)

1( 6.7)

6(40.0)

4(26.7)

15(100.0)

500～999인

0

0

1(25.0)

3(75.0)

4(100.0)

1,000인 이상

0

0

0

1(100.0)

1(100.0)

32(22.1)

11( 7.6)

39(26.9)

63(43.4)

145(100.0)

전체

나. 노동조합 실시 여부 및 근로자대표 유무
사업장 노동조합 현황은 응답자(146명) 중 노동조합 있음 97.9%(143
명), 노동조합 없음 2.1%(3명)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유무는 응답
자(3명) 중 근로자대표 있음 100.0%(3명)로 나타났다(표 3-46 참조).
다. 운수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117명)의 17.9%(21명)가 산업
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사협의회
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62.4%(73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 19.7%(23명)로 나타났다
(표 3-47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
(19명)의 78.9%(15명)가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70명)의 62.9%(44명)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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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사업장내 노동조합
(단위 : 명, %)
문항

구분

빈도

문항

구분

빈도

노동조합
유무
(n=146)

없음

3( 2.1)

없음

0

있음

143(97.9)

근로자대표
유무
(n=3)

있음

3(100.0)

<표 3-47> 산업안전보건 관련 심의․의결기구
(단위 : 명, %)
문항
산업
안전
보건
관련
심의
및
의결
기구
설치
여부
(n=117)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노사협의회로 대체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음

빈도 문항

구분

빈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21
위원
1)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17.9) (n=19)
참여하지 못함

15(78.9)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73
위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2)
(62.4) (n=70)
참여하지 못함

44(62.9)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23
이유 노동조합의 무관심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19.7) (n=17)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운영되고 있지 않음
기타(사업주와 노조의 무관심)

2(10.5)
2(10.5)

22(31.4)
4( 5.7)
3(17.6)
2(11.8)
9(52.9)
3(17.6)

주 :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건설업) 구성 시 근로자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우도 각각 10.5%, 31.4%로 관리자(상무, 배차부장, 총무 등)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측 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44, 표 3-47 참조).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에 참
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10.5%, 5.7%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
은 이유는 응답자(17명)의 52.9%(9명)가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가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의 무관심이 47.1%(8명)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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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법령에 규정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서 현재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사업장 규모가 50～99인인 경우는 응답건수(106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17.0%(18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
은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16.0%(17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12.3%(13건) 순으로 나타났다(표 3-48 참조).
사업장 규모가 100～299인인 경우는 응답건수(397건) 중 근로자에 대
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18.4%(73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표 3-4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단위 : 건, %)
사업장 규모
문 항

17
(16.0)
9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 8.5)
13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12.3)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
9
의 입회
( 8.5)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9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8.5)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2)
(3)
(4)
(5)

50～
99인

100～ 300～ 500～ 1,000인
전체
299인 499인 999인 이상
57
(14.4)
32
( 8.1)
47
(11.8)
42
(10.6)
30
( 7.6)

9
(14.5)
5
( 8.1)
10
(16.1)
5
( 8.1)
3
( 4.8)

3
0
(14.3)
1
2
( 9.5) (25.0)
3
0
(14.3)
1
0
( 4.8)
1
1
( 4.8) (25.0)

4
(6)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12
44
5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11.3) (11.1) ( 8.1) (19.0)

0

86
49
73
57
44
65

1
(7)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12
49
7
3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1.3) (12.3) (11.3) (14.3) (25.0)

72

(8)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7
23
4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 6.6) ( 5.8) ( 6.5)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35

(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전체

주 : 다중응답 응답자 131명, 응답건수 590.

0

1
(25.0)

18
73
14
4
0
(17.0) (18.4) (22.6) (19.0)
62
21
4
106
3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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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14.4%(57건),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2.3%(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300～499인인 경우는 응답건수(62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22.6%(14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사
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14.5%(9건),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
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1.3%(7건) 순
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500～999인인 경우는 응답건수(21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이 각각 19.0%(4건)로 나타났다.
마. 사업장 점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128명)
의 58.6%(75명)가 현장 점검을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한 바는 없지만 개
인적으로 월평균 3.76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73명) 중 49.3%(36명)가 점검 후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9 참조).
또한 응답자(128명)의 32.0%(41명)가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에 따라 현
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횟수는 월평균 1.78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37명) 중 43.2%(16명)가 점검 후, 지적사항
을 작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순회점검을 사측에 요구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
도 응답자(128명)의 2.3%(3명)로 조사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
장 직책별 사업장 순회점검 형태는 <표 3-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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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사업장 점검
(단위 : 명, %)
문항

구분

빈도 문 항

구분

빈도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
현장
점검 노동조합에 보고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
후, 사측에 보고
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 75
1)
(58.6) 결과
으로 현장을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n=73)
협의회에 보고 및 안건으로 상정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
현장
점검 노동조합에 보고
41
후, 사측에 보고
(32.0)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n=37)
협의회에 보고 및 안건으로 상정
사측에 요구하였지만 허 3
락하지 않아 점검 못함 ( 2.3)
9
3)
기타
( 7.0)

점검
(n=128)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
에 따라 현장을 점검2)

36(49.3)
5( 6.8)
23(31.5)
9(12.3)
16(43.2)
6(16.2)
7(18.9)
8(21.6)

주 : 1) 평균 3.76회(월) 표준편차 5.67(n=59).
2) 평균 1.78회(월) 표준편차 1.09(n=127).
3) 기타 : ‘사측 담당실무자가 점검을 하므로 점검할 필요성을 못 느낌’이라는 응답
도 있었음.

<표 3-50> 직책별 순회 점검
(단위 : 명, %)
사업장 점검
문
항

구분

운전기사
사 정비사
업
장 사업장 관리자
규
모 노동조합 관계자
전체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현장을 점검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에
따라 현장을
점검

사측에 요구
하였지만 허
락하지 않아
점검 못함

12(48.0)

8(32.0)

2( 8.0)

3(12.0)

25(100.0)

4(44.4)

4(44.4)

0

1(11.1)

9(100.0)

26(68.4)

12(31.6)

0

0

38(100.0)

33(58.9)

17(30.4)

1( 1.8)

5( 8.9)

56(100.0)

75(58.6)

41(32.0)

3( 2.3)

9( 7.0)

128(100.0)

기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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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방해요인과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게
하였을 때, 제1순위에서는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
족 53.5%(76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18.3%(26명) 순이었다(표 3-51 참조). 제2순위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26.7%(36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20.7%(28명) 순이었다. 또한 가중치 없이 다
중응답의 전체 순위는 응답건수(277건) 중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이 32.5%(90건)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22.4%(62건), 사업주의 인식 부족
14.1%(39건) 순으로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게 하
였을 때, 제1순위는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초소
양교육 및 전문화교육) 20.4%(29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
의 인식 제고 19.0%(27명) 순이었다(표 3-52 참조). 제2순위는 운송업 특
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초소양교육 및 전문화교육)
24.3%(34명), 운송업에 종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만의 업종별 협의
회 구성 21.4%(30명) 순이었다. 또한 가중치 없이 다중응답의 전체 순위
는 응답건수(282건) 중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
초소양교육 및 전문화교육)이 22.3%(63건)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만의 업종별 협의회 구
성 17.0%(48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14.9%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118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표 3-5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방해요인
(단위 : 명, 건, %)
방해요인

1)

1순위

2순위

전체

76(53.5)

14(10.4)

90(32.5)

26(18.3)

36(26.7)

62(22.4)

6( 4.2)

4( 3.0)

10( 3.6)

사업주의 인식 부족

15(10.6)

24(17.8)

39(14.1)

근로자의 인식 부족

10( 7.0)

23(17.0)

33(11.9)

해고(또는 계약해지)나 인사고과 등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1( 0.7)

6( 4.4)

7( 2.5)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8( 5.6)

28(20.7)

36(13.0)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사업장 관리자의 비협조

전 체

142(100.0) 135(100.0) 277(100.0)

주 : 1) 응답자 142명, 응답건수 277건.

<표 3-5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건, %)
활성화 방안

1순위

2순위

1)

전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23(16.2)

5( 3.6)

28( 9.9)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6( 4.2)

9( 6.4)

15( 5.3)

27(19.0)

15(10.7)

42(14.9)

9( 6.3)

16(11.4)

25( 8.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 및 권한 강화

25(17.6)

16(11.4)

41(14.5)

운송업에 종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만의
업종별 협의회 구성

18(12.7)

30(21.4)

48(17.0)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기초소양교육 및 전문화교육)

29(20.4)

34(24.3)

63(22.3)

5( 3.5)

15(10.7)

20( 7.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및 신분 보장

유관기관인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의 연계 강화(예: 사업장 합동점검)
전체

주 : 1) 응답자 142명, 응답건수 282건.

142(100.0) 140(100.0) 28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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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한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예방활동
에 근로자들의 직접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책임
지는 자율적․협력적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위촉된 명예산
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노․사의 자율적․협력적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현재 “노동부 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촉할 수 있다”는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을 “…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의무화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72).
나.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범위의 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2003년 6월 30일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시행령 제25조)으로 확대되어 100인 이상의 전체 사업
장과 유해․위험업종의 50～99인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위촉범위 확대가 50～99인 유해․위험 사업장에까지 이루어지기는 하
였으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은 전체 사업장 평균 재해
발생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실례로 2005년도 전산업의
평균 재해발생률(0.77%)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발생률(1.52%)은
1.97배, 5～49인 사업장 재해발생률(1.04%)은 1.3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평균 재해발생률(0.75%)에 비해 5인 미만 건설현장 재해
72) 2004년도의 경우 전산업의 100인 이상 사업장은 13,747개소이다. 2006년도 3
월 현재 위촉되어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총 3,815명이다. 이는 위촉대상
사업장의 일부에만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위촉이 의무규정이 아닌 데에 기인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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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4.14%)은 평균의 5.52배, 5～49인 재해발생률(2.02%)은 평균의
2.7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의 평균 재해발생률(1.18%)에 비
해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발생률(3.32%)은 평균의 2.81배, 5～49인 재해발
생률(1.49%)은 평균의 1.2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73).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의거한 노사협의회는 설립 의무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
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
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5조) 또는 보건관리자(산안법
제16조) 또는 산업보건의(산안법 제16조) 등의 선임 의무가 없어 법적으
로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이 전혀 없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이다.
따라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안전보건조직 구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 범위를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조건
인 30인 이상의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74).
다. 사업장 관리자급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문제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9, 표
3-39, 표 3-47 참조). 이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리자급(특히 안전관
리자, 소장 등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
촉한 경우로서, 잘못된 경우이다75). 특히, 건설업의 경우 관리자급(본사
73) 노동부(2006), 2005년도 산업재해분석, pp.32～45.
74)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제도 개선정책 토론회｣(2002. 10.30) 에서 의무 위촉사업장의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안전감독
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영역에
서도 소외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최수일, 2002, pp.31～33).
75) 한국노총이 2002년에 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 분석 보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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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원청관리자, 하청관리자)이 44.4%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관리
자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노동부예규(제444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
조(위촉 등) 제1항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
로 추천된 자가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
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
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으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된 경우, 근로자측의 적격자로 변경하여 위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한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 노
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가 없는 경우가 각각 30.5%(표 3-27 참조),
4.8%(표 3-36 참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 경우로 본래의 취지인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의 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설
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그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추천되도록 관련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예: 근로자대표선출제도 보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신분은 노조원이 87.9%를 차지하였다. 반면, 7.8%의
사업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자, 2.9%의 사업장은 회사의 간부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에 위촉되었다고 응답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제도의 근
본 취지를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지적하였다(최수일, 2002, pp.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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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또
는 역할)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의 참여권
에 해당하는 사항이 주된 업무이며, 일부 노동부 근로감독관(안전보건분
야)에 관한 보조 업무로 볼 수 있다(표 3-53 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근로자들
의 직접 또는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하여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
적․협력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법령상의 업무로 볼 때,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기능은 극히 미
약(제한적)한 보조적인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76)77)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및 이를 통한 역할 증대를 위한 법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
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건의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산재예방 정책건의가 지역별협의회 또는 업종별협의회 또는
중앙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현실적이고 필요한 정책
건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6) 최수일은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 활성화를 위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2002. 10.30.)에서 “사업장 내 명예산
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업무 범위에 있어서 각종 활동에 대한 단순한 참여와
입회, 건의 등의 수준은 사실상 일반 근로자의 신분에 비해 큰 차이를 가질
수 없으며 그밖에 이렇다 할 업무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다. 작업중지 요청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작업중 대피권 및 작업
중지 요청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
장을 위해서는 자체 검사와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단순한 입회와 참여가 아
닌 입회 및 서명의 의무화,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닌 작업중지권의
부여가 필요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제한하고 있는 제8항(법령 및 산
업재해예방정책 개선건의)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개선방향
을 제언하였다(최수일, 2002, pp.30～31).
77) 이영순은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 활성화를 위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2002.10.30.)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의 업무가 업무수행 중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명확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과의 업무 중복도 가
급적 피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이영순, 2002, p.51).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123

<표 3-5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
자대표 및 노동부의 업무 비교

업무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2.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3.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명예
안전
보건 근로자
산업
노동부
안전감 관리자 관리자 대표
독관
○
○
○1)
○
○2)
○2)
○2)

4.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

○3)

5.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4)

6.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
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5)

7. 작업환경 측정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6)

○

○7)

○

○7)

8.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9.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
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
진단 실시 요청
10.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1.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2.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
재해 예방 업무와 이에 관련된 업무

○7)

○
○
○

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3조 제
1항)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7조 제1항), 근로자 대표의 산업안전보건에의 참여
에 관한 규정,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 규정의 내용을 요약․비교.
1) 법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2)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법 제36조 자체검사.
4) 법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5) 단체협약에 의거.
6) 법 제42조 작업환경 측정 등.
7) 법 제43조 건강진단.
자료 : 윤조덕․한충현(2005),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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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방해요인과 활성화 방안
방해요인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모두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주요 방해요인으로 지적되었다(표
3-33, 표 3-42, 표 3-51 참조).
활성화 방안의 경우, 건설업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및
신분 보장”,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및 신분보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선결 과제로 나타났다(표 3-33, 표 3-43, 표 3-52 참조).
이는 정부(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예: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및 신분 보장을 법
적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DB화)을 통하여 현
행 제도를 활성화시키며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업종별 특성
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제 7절 근로자대표의 참여

1. 관련 법령
가.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4호에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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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근로자대표의 정보권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
시 등) 제2항에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자체검사) 제1항에 규정된 사항
5)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규정된 사항
6)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
한 사항
또한 근로자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입회권을 갖는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제1항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
검사시 입회
2)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1항에 의한 직업환경 측정시 입회

78) 박종희(1998)에 의하면 “노동관계법 내 많은 경우에 각각의 근로자대표 또는
중복적인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서는 노동조합 ―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
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에 인정하는 일반적 구속력
선언제도, 동일 지역 내에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인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선언 제도―, 노사협
의회법상 사업장에 종사라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그리고 근로기
준법에서는 정리해고(제31조 Ⅲ),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0조Ⅱ),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제97조Ⅰ 단서) 등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하여…… 안전보건진단(제49조Ⅱ) 실시 시
에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하며……” 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역할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박종희, 1998,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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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3조(건강진단)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 시 입회
4)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제2항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시 입회
공동결정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
정의 작성, 변경시 동의 권한이 있다(제21조 제1항 단서).
이상을 요약하면 <표 3-54>과 같다.
<표 3-5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구 분

1. 정보권
1-1.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제19조 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제20조 제1항)
-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제29조 제1항)
- 기계․기구 자체검사 결과(제36조 제1항)
-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제41조)
- 작업환경 측정 결과(제42조제1항)
- 안전․보건 진단 결과(제49조)
-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내용(제50조)
2. 입회권 및 자문권
- 기계․기구 자체검사시 입회(제36조 제1항)
- 작업환경 측정시 입회(제42조 제1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시 입회(제43조 제1항)
- 노동부 요구에 의한 안전․보건진단 시 입회
(제49조 제2항)
3. 공동결정권
3-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제21조 제1항)
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측위원으로 참여(제19조 제2항)
- 산재예방 계획수립 관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 작업환경 측정 관련
-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관련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설치 여부
미설치
사업장

설치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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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참여권은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설치 사업장과 미설치 사업장에서 정보권과 입회권․자문권 관련 사
항에는 차이가 없으나 공동결정권 관련 사항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사업주와의 공
동결정권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한 가지 사항뿐
이며, 반면에 설치 사업장에서의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은 산재예방계획수
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7가지 사항이 추가되고 있다.

2. 현 황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대표 제도와 관련하여 그의 활동 현황에 대
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다만, 다른 연구에
서 현장조사 실태조사 시, 관련되는 1～2개의 항목을 넣어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전보건동향조사｣가 그것이다.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동향조사(2004)79) 분
석에 의하면, ‘작업환경 측정 및 측정기관 선정시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는 설문문항에 대한 5점 척도 평가에서 2004년도 제조업의 경우, 500
인 이상 사업장은 4.27점, 300～499인 사업장은 4.07점, 100～299인 사업
장은 3.67점, 50～99인 사업장은 3.58점, 그리고 5～49인 사업장은 3.47점
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대표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3-55 참조).
또한 기타 비제조업(제조업과 건설업 제외) 사업장에 대한 한국산업안
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동향조사(2005)80) 분석에 의하면, ‘작업환
경 측정 점검 및 개선사항에 근로자대표가 입회하고 있다’는 설문문항에
79) 2004년도의 경우, 제조업 2,960개 사업장, 건설업 499개 사업장, 비제조업
1,070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동향조사를 실시하였다.
80) 2005년도의 경우, 기타 비제조업(제조업과 건설업 제외) 1,436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동향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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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동향조사(2004):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단위 : 평균(표준편차))
5～
49인
1)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한다.

50～ 100～ 300～ 500인
99인 299인 499인 이상

3.59 3.80 3.72 3.94 4.00
(1.05) (0.94) (0.98) (0.88) (0.94)

2)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은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참 3.37 3.64 3.78 3.98 4.19
여한다.
(1.15) (0.93) (0.92) (0.83) (0.83)
3) 작업환경 측정 및 측정기관 선정시 근로자대표가 3.47 3.58 3.67 4.07 4.27
참여하고 있다.
(1.17) (1.09) (1.14) (1.03) (1.03)
4)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 3.73 3.96 4.10 4.25 4.45
고 있다.
(1.04) (0.98) (0.92) (0.84) (0.72)
5) 작업환경 측정제도는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3.64 3.83 3.83 4.01 4.05
(0.97) (0.88) (0.89) (0.80) (0.80)

6)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 4.37 4.62 4.70 4.86 4.79
고 있다.
(0.86) (0.64) (0.59) (0.37) (0.53)
7)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또는 질병자에 대한 관리 4.06 4.37 4.39 4.54 4.58
를 하고 있다.
(0.97) (0.75) (0.72) (0.68) (0.65)
8) 산업재해가 발생될 경우, 원인 파악후 즉각적인 조 4.25 4.41 4.48 4.53 4.61
치를 실시하고 있다.
(0.85) (0.71) (0.69) (0.58) (0.62)
9)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 2.80 3.07 3.34 3.56 3.87
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23) (1.21) (1.14) (1.07) (1.08)
10)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나 관리자가 자체적 3.34 3.32 3.42 3.59 3.92
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1.09) (1.05) (1.05) (1.00) (0.88)

주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어느 정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자료 : 윤조덕․한충현(2005), 2005 동향조사 심층분석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제도, p.45.

대한 5점 척도 평가에서 2005년도 기타 비제조업 평균은 3.36점으로 나타났
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농업 및 임업 3.48점, 어업 3.34점, 광업 3.68점, 전
기․가스․수도 3.74점, 도․소매 3.52점 등으로 나타났다(표 3-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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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를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및 측정기관 선정시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항목을 재분석한 결과는 <표 3-54>과 같다.
<표 3-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 정도는 대부분의 경우(300～499인 및 50～99인
사업장 제외)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
여도는 4.38점인 데 비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도는
3.82점으로 0.56점 낮게 나타났으며,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도 각각
3.81점과 3.57점으로 0.24점 낮게 나타났다.
<표 3-56> 사업장 안전보건활동(기타 비제조업) : 2005
(단위 : 평균(표준편차))
농업
및
임업

어업

전기․
숙박
도․
운수
/음식
광업 가스․
소매
업
수도
점

통신
업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 및 산 3.80 3.42 3.89 3.90 3.37 3.83 3.53 3.63
재예방활동에 참여한다
(0.89) (0.77) (1.02) (1.08) (1.12) (0.90) (1.02) (1.14)
근로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및 산 3.71 3.75 4.14 3.90 3.28 3.90 3.47 3.72
재예방활동에 참여한다
(0.92) (0.80) (0.78) (1.08) (1.12) (0.83) (1.00) (0.88)
작업환경 측정 점검 및 개선사항 3.48 3.43 3.68 3.74 3.52 3.20 3.20 3.52
에 근로자대표가 입회하고 있다 (1.34) (0.93) (1.19) (1.20) (1.23) (1.18) (1.08) (0.99)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3.88 3.62 4.10 4.15 3.64 3.69 3.27 3.65
알려주고 있다
(1.03) (0.81) (0.94) (1.26) (1.11) (0.89) (1.19) (0.79)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 또는 질병 3.87 3.81 4.32 3.95 3.80 4.16 3.80 3.86
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1.13) (0.93) (0.78) (1.22) (1.17) (0.88) (1.06) (1.05)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활
2.66 3.21 3.11 3.53 2.56 3.09 2.49 2.94
동을 평가하는 내부규정이 마련되
(1.34) (1.13) (1.34) (1.52) (1.10) (1.20) (0.92) (1.05)
어 있다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나
3.44 3.57 3.46 3.68 3.23 3.37 3.25 3.37
관리자가 자체적인 결정권을 가지
(1.03) (0.96) (1.04) (1.28) (1.12) (0.99) (1.06) (0.89)
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변경이
3.67 3.63 3.72 4.31 3.95 3.54 3.61 3.70
나 신설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0.90) (0.52) (1.00) (0.97) (0.77) (0.87) (0.86) (1.06)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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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의 계속
(단위 : 평균(표준편차))
금융
․보험

보건․ 오락․
부동산 사업
교육
사회 문화․ 기타
․ 서비
서비스업
임대 스
복지 운동

전체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 및 3.16 3.28 3.26
3.38
산재예방활동에 참여한다
(1.03) (1.15) (1.10) (1.14)

3.71
3.40 3.65 3.48
(0.97) (1.13) (1.01) (1.08)

근로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및 3.27 3.73 3.27
3.49
산재예방활동에 참여한다
(1.07) (0.90) (1.14) (1.16)

3.77
3.67 3.53 3.56
(0.90) (1.15) (1.01) (1.0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사
3.27 3.39 3.15
3.00
항에 근로자 대표가 입회하고
(1.14) (1.20) (1.10) (1.18)
있다

3.16
3.40 3.63 3.36
(1.12) (1.35) (1.09) (1.16)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로자 3.50 3.50 3.44
3.00
에게 알려주고 있다
(1.00) (0.90) (1.03) (1.24)

3.65
3.78 3.77 3.62
(1.06) (1.09) (1.03) (1.07)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 또는
4.00 4.11 3.72
3.93
질병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1.12) (1.13) (1.13) (1.11)
있다

4.32
4.19 4.02 3.96
(0.88) (0.96) (0.90) (1.07)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2.56 2.96 2.67
2.76
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규정
(1.25) (1.19) (1.23) (1.38)
이 마련되어 있다

2.86
3.28 2.53 2.80
(1.23) (1.41) (1.15) (1.24)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
3.10 3.48 3.07
3.19
나 관리자가 자체적인 결정권
(1.19) (1.05) (1.10) (1.19)
을 가지고 있다

3.12 3.30 3.31
3.48
(1.00) (1.16) (1.02) (1.09)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변
3.27 3.71 3.52
3.53
경이나 신설시 근로자의 의견
(1.02) (0.70) (0.94) (1.04)
을 반영하고 있다

3.65
3.80 3.86 3.68
(0.95) (1.06) (0.64) (0.92)

주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어느 정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자료 : 윤조덕․한충현(2006), 2006 동향조사 심층분석 기타 비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
과 근로자 참여제도,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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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및 측정기관 선정시 근로자대표
가 참여하고 있다’ 항목(제조업)
(단위 : 평균(표준편차))

작업환경 측정 및 측정기관
선정시,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5～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노동조합 있음

3.74
(0.99)

3.37
(1.23)

3.81
(1.15)

4.07
(0.99)

4.38
(0.94)

노동조합 없음

3.47
(1.18)

3.62
(1.05)

3.57
(1.13)

4.08
(1.14)

3.82
(1.27)

주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어느 정도 그렇
다. 5점: 매우 그렇다.

<표 3-55>를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및 측정기관 선정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항목을 재분석한 결과는 <표 3-57>과
같다.
<표 3-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 정도는 대부분의 경우(300～499인 및 50～99인
사업장 제외)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
여도는 4.38점인 데 비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도는
3.82점으로 0.56점 낮게 나타났으며,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도 각각
3.81점과 3.57점으로 0.24점 낮게 나타났다.

3. 문제점
가. 근로자대표 권한의 한계
근로자대표의 참여권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참여에 의한 사업장 안전보건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사업주측의
논의․의결 상대가 되는 근로자대표의 권한도 보완․보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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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에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내용과 수준의 공동결
정권에 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부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투표의 종류 및 방법, 임기, 어느 시점에 선
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선거는 누구의 관리하에 시행되는지, 입후보자
에게 어떠한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사용자는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제 8 절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노동조합(근로자)의 참여

1. 관련 법령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96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8호에 의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작성 대상이다. 사
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그 변경을 명할 수
도 있다(근기법 제9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
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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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말하자면 취업규칙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서
는 산안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경우처럼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취업규
칙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
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의견은 서면화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시에 첨부(근기법 제9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벌칙 제115조 제1호)
해야 한다. 그러한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산업과 안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것이다.

2. 현 황
먼저 각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규정을 갖는지, 어떠한 내용의 규정을 두는지에 관
해 실태를 살펴보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취업규칙의 역할이 더 커
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래의 김성환․이상덕․김정한(1993)의 실태조
사에 의하면81), 먼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는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영세기업들이
사업장의 규모, 산업 또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 기업이 사용
하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명칭만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82). 둘째는 종업원의 규모별로 비교했을 때, 종업원의 규모가 클수록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이나 복부규율에 대해 최소한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81) 김성환․이상덕․김정한, 취업규칙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3, p.25. 이 조
사연구에서는 노동부가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노동부 지방사무소로부터 수
집한 총 1,253개의 취업규칙 중 일부 조항이 누락되거나 기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232개 취업규칙을 제외한 1,021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82) 김성환․이상덕․김정한, 앞의 보고서, p.20.

134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시 근로자의 숫자가 많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은 기업에서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근로조건이 규율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규
율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취업규
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규율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83). 이상과 같
은 점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갖는 비중은 상시근
로자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커지며, 이 부분에서의 근로자들의 의
사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시에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58> 취업규칙 중 ‘안전과 보건’ 관련 사항 사례
회사명

안전과 보건 관련 사항

⑴
1. ○○항공
⑷
⑴
2. ○○정보통신
⑷
⑴
3. ○○전자
⑸
⑼

위험방지, ⑵ 안전보건 지시준수, ⑶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증,
건강진단, ⑸ 지정병원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관리, ⑵ 건강진단, ⑶ 건강진단결과 조치,
종업원의 업무상 상병 또는 질병 발생시 보고, ⑸ 위생대책
안전, 보건, 환경교육, ⑵ 안전관리, ⑶ 보호구 착용, ⑷ 안전수칙,
방화관리, ⑹ 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⑺ 보건관리, ⑻ 건강증진,
보건관리비용 부담

4. ○○은행

없음

5. ○○반도체

⑴ 안전관리, ⑵ 화기책임자, ⑶ 재해발생시의 조치, ⑷ 안전준수사항,
⑸ 보건관리, ⑹ 보건준수사항, ⑺ 건강진단, ⑻ 상병발생 보고

6. ○○통신

⑴ 안전 및 보건의 유지 향상

7. ○○자동차

⑴ 의료시설, ⑵ 안전 및 보건, ⑶ 건강진단, ⑷ 건강진단결과 조치,
⑸ 질병․전염병 보고, ⑹ 작업용품의 대여

8. ○○중공업

⑴ 안전과 보건관리, ⑵ 준수사항, ⑶ 기계, 차량, 기구의 점검,
⑷ 화기책임자, ⑸ 비상재해방지, ⑹ 위험, 유해업무의 취업제한 및 금지,
⑺ 병자의 취업금지, ⑻ 건강진단, ⑼ 상병발생의 보고, ⑽ 재취업의 수속

9. ○○건설

⑴ 안전대책, ⑵ 안전교육, ⑶ 보호구, ⑷ 엄수사항, ⑸ 건강진단,
⑹ 질병자 취업금지

10. ○○섬유

⑴ 안전보건관리규정, ⑵ 건강진단, ⑶ 질병보고, ⑷ 위생대책

11. ○○제과

⑴ 안전보건, ⑵ 건강진단

12. ○○생명

⑴ 안전과 보건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취업규칙사례집(Ⅱ), 2000, pp.135～387.

83) 김성환․이상덕․김정한, 앞의 보고서, p.32, 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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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취업규칙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을 어느 정도 담
고 있는지는 각각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와 관심도에 따라 상이
하다. 종래의 김성환․이상덕․김정한(1993)의 조사에 의하면 분석 대상
취업규칙 중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회사측의 노력 내지 종업원의 협조
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83.7%, 이 중 종업원의 협조만을 명시
한 것이 46.8%, 관계법령에 일임 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가 14.1%, 회사
의 종업원의 노력과 협조 모두를 명시한 것이 13.4%, 회사측만의 노력을
명시한 것이 10.4%로 나타났다84).
한국경총(2000)85)이 취업규칙 사례집(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취
업규칙’86)의 제8장 안전보건(제88조～제92조)에는 안전보건엄수사항(제
88조), 사고방지 및 사고보고 등(제89조), 건강진단(제90조), 안전보건교
육(제91조) 및 질병자의 취업제한(제92조)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총의 취업규칙사례집(Ⅱ)에는 12개사의 회원기업 취업규칙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취업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
면 <표 3-5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와 근
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건강진단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반면 ○○은행의 경우, 안
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생명과 같이
단 1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 문제점
가. 취업규칙 작성시 근로자 참여의 한계성
산업재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조 내지 근로자의 참여에 의해서 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기 때문
에, 취업규칙상으로 노사 공동의 노력 및 협조의 구체적 모습을 명시하는
84) 김성환․이상덕․김정한, 앞의 보고서, p.141 참조.
85) 한국경영자총협회(2000), 취업규칙사례집(Ⅱ), 경총신서 60.
86) 한국경영자총협회(2000), 앞의 보고서,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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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만이 아니라, 안전과 보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시에 근로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김성환․이상덕․
김정한(1993)의 실태조사를 보면 상당수의 분석 대상 회사가 회사측의 노
력과 종업원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것은 개개 근로자들
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것일 뿐, 근로조건으로서의 산
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정 참여까지를 정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의 근로자들
의 참여까지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취업규칙이 ―특히 중소
기업에서― 근로조건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산업
재해의 예방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
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인 결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독일의 경우(본문 제2장 제2절 3. 사례연구 참조)를 보면 여실히 나
타난다.
취업규칙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항 단
서의 경우처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의견청취규정은 단순한 절차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와 같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의견에 사용자는 구속되지 않으며, 의
견을 청취하지 않고 작성했어도 취업규칙의 근로계약상의 효력 기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87) 말하자면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시에 의견청
취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적법한 경우는 벌칙 적용의 문제는 있으
나 민사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88) 그런 점에서는 산업안전조
치에 대한 근로자 참여의 의의가 반감될 것이다.
취업규칙은 비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자들의 (집단
적) 동의를 전제로 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는 계약설의 입장에 서 있든, 일
종의 법규범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도 규범적 효력을
87) 대판 1991. 4.9, 90다16245; 대판 1989. 5.9, 88다카4277; 김형배, 앞의 책, p.274
참조.
88) 대판 1989. 5.9, 88다카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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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든89) 국가의 행정적 감독에 의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과정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기대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관련 사항 누락
일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8 참조).

89)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적인 다툼에 관해서는 김형배, 노동법(신
판 보정판), 2005, p.26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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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1절 개 요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단체협약,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그리고
취업규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까지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개별 사업장 단위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표
4-1 참조).
반면에 독일의 노동조합은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종업원평
의회, 사업장협정,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위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 4-1> 사업장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시행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구분
영향력 가능성

영향력 도구

한국

독일

직접적

간접적

- 단체협약

- 종업원 평의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 협약

- 노사협의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안전위촉자

- 근로자대표
-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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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노동조합이 사업장 노동조합이 아니
고 산업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단체협약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비교 : 한국과 독일
단체협약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방법이 한국 노동
조합과 독일의 노동조합 간에 차이가 있다(표 4-2 참조). 한국은 산업안
전보건법상에 근로자 참여에 관한 사항의 대부분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또다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다시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인간에 적합한 노
동형성(menschengerechte Gestaltung der Arbeit)와 관련하여 단말기작
업, 단순반복작업 등에 부하(피로)회복을 위한 단시간휴식(Kurzpause)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4-2>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사항 비교(한국과 독일)
사항

한국노총
독일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모범 단체협약(안)
단체협약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2. 안전보건관계자의 임명 및 해임

○

-

3.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

-

4. 작업중지권

○

-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 제정

○

-

7. 안전보건교육

○

-

8.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

-

9. 작업환경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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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의 계속
사항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국노총
독일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모범 단체협약(안)
단체협약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사고나 질병발생시의 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지급
자체검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환경보호

19. 인간에 적합한 노동 형성 관련 단말기 작업․단순작
업 등에서 피로회복을 위한 단시간 휴식

○
○
○
○
○
○
○
○
○

-

-

○

자료 : 한국노총(2001), 2002 산업안전보건․산재보상 단체협약자료집, pp.1～7.
Däubler(2003), p.666. Oppolzer(1992), pp.108～110.

2. 시사점
가. 인간에 적합한 노동형성(menschengerechte Gestaltung der
Arbeit) 관련 사항 반영
한국의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인간에 적합한 노
동형성 관련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
를 들면 피로(부하)회복을 위한 단시간 휴식 등.
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 조항을 삽입·강화
하는 방법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업
장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정책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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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미약하게 활동하고 있다(본문 표 3-6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에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담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가 국가 입법에 의해서 행한다
면 이는 협약 자율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협약 검열(Tarifsensur)
이 된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의해서 협약당사자들이 단체협약에 산업안
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협약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협약당사
자의 상급단체들이 단체협약 체결지침서를 만들어 단체교섭시에 산업안
전에 관한 조치들을 교섭하여 단체협약에 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산
재예방을 위하여 협약에 산업안전보건 조치 제도를 둘 것을 협약당사자
에게 호소하는 길뿐이다.

제 3 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독일의 사업장 안전보건 및 사업장의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참
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사업장 공동결정법(Betriesverfassungsgesetz)
이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가 사업주(또는
사업주 측)와 협의․결정한다. 이 법에 의한 종업원평의회 설치 대상 사업
장은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다(사업장 공동결정법 제1조)90).
독일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Arbeitssicherheitsgesetz
=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herk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
e für Arbeitssicherheit)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Arbeitsschutzaus
schuβ)는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
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 제11조)91).
90) Schoof, ｢Betriebsratspraxis von A bis Z｣, 2005,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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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일의 산재보상보험법(SGB Ⅶ) 제29조에 의한 안전위촉자(Sich
erheitsbeauftragte)는 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단위 부서마다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장
의 업무 종류별 위험성 평가 및 대책 서류를 사업주가 감독기관에 제출해
야 하는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
다92).
한국의 사업장 생산성 향상(안전보건 포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근
로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이
하 ‘근참법’)이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
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참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00인 이상 사업장(유
해․위험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산업
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93), 동법 시행령 제25조), 상시근로자 500인 이
상 사업장에는 2006년 10월 1일부터, 300～500인 사업장에는 2007년 9월
1일부터, 200～300인 사업장에는 2008년도 9월 1일부터, 그리고 100(유
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200인 사업장에는 2009년 9월 1일부터 의무
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부칙(2006. 9. 22) 제2항). 그러나 노
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
는 안전보건위원회는 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장에, 그리고 사측과 협의하
91) Anzinger/Bieneck, Arbeitssicherheitsgesetz, 1998, p.276.
92) Kittner/Pieper, Arbeitsschutzrecht, Kommentar für die Praxis, 2002, p.134.
93) 2006년 3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법률 제792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부칙(2006. 9. 22)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시
행일에 관한 규정)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09년 9월 1
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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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기구인 종업원평의회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여건은 근
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 30
인 이상 사업장에 별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를 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권 확대
독일의 사업장공동결정법(Betriesverfassungsgesetz)에 의한 종업원평
의회(Betriebsrat)의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을 비롯한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관련된 참여권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계사항에 관련된 참여권을 비교하면 <표 4-3>과
같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의 종업원평의회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사항
에 대해 사업주(또는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권, 정보권 및 청취권,
입회권 및 자문권 그리고 폭넓은 공동결정권을 갖는다. 반면 한국의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이 없으며, 독일에 비하여 정보권, 청취
권, 입회권, 자문권 및 공동결정권의 행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의 사업장에서의 노사자율에 의한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독일의 사업장종업원평의회(Betriebsrat)의 참여권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이 제한
적인데, 독일의 경우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144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표 4-3> 독일 종업원평의회와 한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
에 관한 참여권 비교
구분

독

일

한

국

-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하여 관
1. 감독권

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
여 감독할 권리가 있다(사업장공동결정법

․없음

제80조 제1항 제1호)
-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
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권리(사업장공동결
정법 제80조 제2항, 제3항)
- 사업장 설계, 형성의 계획 단계에서 작업실,
기계설비, 작업공정 등에 대한 정보(사업장
2. 정보권 및
청취권

공동결정법 제90조 제1항), 그리고 인간에
게 적합한(인간공학적) 작업형성을 위한 노
동과학적 지식에 대한 정보(사업장공동결
정법 제90조 제2항)
- 사고조사보고서 사본 및 감독기관의 사업

․작업환경 측정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제1항)
․근로자건강진단 결
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1항)

장 감독결과 보고서 사본 청구(사업장공동
결정법 제90조 제4항)
- 사고보고서에 서명(사업장공동결정법 제89
조 제5항)
- 산재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모든 점
검 및 사고조사에 입회(사업장공동결정법
제89조 제2항)
- 안전위촉자/안전보건위원회와의 면담에 입
3. 입회권 및

회(사업장공동결정법 제89조제3항, 산업재

자문권

해보상보험법 제22조 제2항, 사업장안전보
건조직에관한법 제11조)
- 사업장 설계, 형성의 준비단계에서의 대책
에 관한 자문(사업장공동결정법 제90조 제
2항)

․공정안전보고서 작
성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심의(산업

안전보건법 제49조
의2 제2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
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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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 계속
구분

독

일

한

국

- 사업장 공동결정법 제87조 제1항 - 공동결정권․산안법 제19조
제2항 관련
제7호에 의거
- 사업주의 의무인 안전보건대책 강 - 산재예방계획수립(제13조 제1
구, 그의 효과점검, 사업장 안전보 항 제1호)
건개선대책(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제2호)
제1항)
-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제3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호)
- 작업환경 측정 관련(제4호)
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대책에 있어서의 기 -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제5호)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
본사항(제4조)
- 작업의 종류별 위험성 평가, 작업 지대책(제6호)
조건 평가(제5조) 및 그 결과의 관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
록, 유지 관련(제7호)
계기관에 보고(제6조)
- 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4. 공동
한 업무의 위촉(제7조)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
결정권 - 여러 사업주에 의한 공동작업시 위 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
험방지 대책(제8조 제1항) 및 이를 15조, 제16조)
근로자에게 게시(제8조 제2항)
-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안전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
건대책의 계획 및 시행(제9조)
경시(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 응급처치 및 기타 긴급시 대처를 제1항)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위한 대책시행(제10조)
-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산업의학적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처방(제11조)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주지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12조)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의무의 대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리인에게의 위임(제13조 제2항)

자료 : 서경석(2005), ｢관리·감독자·근로감독관용 산업안전보건관리수첩｣, 노문사; Pieper,
Vorath, Handbuch Arbeitsschutz, 2005, pp.183～185.

3. 장애인 근로자대표의 참여
독일 장애인재활법(SGB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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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chen-) 제93조에는 사업장종업원평의회는 장애인의 복귀를 촉진하
여야 하며, 특히 사업주의 의무, 즉 제71조(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사
업주의 의무), 제72조(중증장애인 특수그룹의 취업), 제81조(사업주의 의
무와 중증장애인의 권리), 제82조(공공부문 사업주의 별도 의무), 제83조
(종합협약) 및 제84조(재해예방)의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중증장애인
대표(Schwerbehindertenvertretung)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대표를 종업원평의회에 참여시키고 있다(Schoof, 2005:
1026).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안전
보건과 관련된 장애인 근로자대표의 선임 및 역할에 관한 규정은 없다.
취약계층 근로자인 장애인 근로자94)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예방을 위하
여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독일의 장
애인 대표 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 4 절 노사협의회

1. 산업안전보건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율은 비교적 높음(본문 표 3-11 참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조치는 협의사항에 지나지 않아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없
고, 협의사항이 합의된 경우에도 이행률이 한계가 있다(본문 표 3-15 참
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것인지
가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산업안전보건조치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동결정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94)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5년도 동향조사에 의하면 5인 이
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 사업
장 2.8%, 건설업 사업장 1.0%, 그리고 기타 비제조업 사업장 2.4%로 조사되
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p.36, 5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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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심의·의결에 의한 공동결정사항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사항은 협의사항이고, 산
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다. 또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
하는 사업장에 설치되고, 노사협의회의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두 기구의 중복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상시 30인 이
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동 위원회의 공동결정권
이 확대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인 산업안전보건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한다면 두 기구의 업무와 활동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기구의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업무는 철저하게 산업안전보건사항
의 범주 안에서 작동한다.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사
항만을 심의·의결한다95).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사항은 이러한 범
주에 구속되지 않고,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기업의 구조조정 시에 인력의 감축이 예상되면 산업안전관리는 어떻
게 해야 하고, 안전담당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기업변
동시, 특히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시 산업안전보건사항을 어떻게
합병계약이나 영업양도계약에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
와 결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보다는 노사협의회에가 최적의 장소이다.

95) 2006년 3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7920호)시 법 제19조 제2항 제3
호가 개정되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
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
항’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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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산재예방계획수립(제13조 제1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제2
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호), 작업환경 측정 관련(제4호), 근로자 건강진
단 관련(제5호),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제6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관련(제7호)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시(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항), 안전보건관
리조직과 그 직무(제1호), 안전보건교육(제2호), 작업장 안전관리(제3호), 작업
장 보건관리(제4호),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제5호),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
항(제6호)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두 기구는 그 기능이 반드시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개
정한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의 충돌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사협의회에 산업안전보건사항이 의결사항
이 되면 근로자의 참여 확대는 더욱 중층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으로 함으로써 두 기구의 예상가능한 충돌 문제도 피하면서 동시에 근로
자 참여 문제를 정서(整序: ordnungsmäßig)하여 그 외연도 확대될 것이
라고 사료된다.

제 5 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위무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서는 먼저 동 감독관의 위촉이 가능조항
(Kann-Klausel)으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위촉의무규정으로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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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 범위 확대
독일 산재보험법(SGB Ⅶ) 제22조에 의한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
tragte)는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업무의 종류별로 선임하며 당해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그 숫자를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재해가 중소기업에서 빈발하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
해발생률이 높으며(본문 표 3-2 참조), 이 규모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
건법상의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5조) 또는 보건관리자(산안법 제16조) 또
는 산업보건의(산안법 제16조) 등의 선임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이 전혀 없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이다.
따라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 범위를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조건인 30인 이상의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업무의 종류별 위촉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 업무 종류별로 별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96).

제 6 절 근로자대표
1.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에
96) 김용수는 2006년 11월 7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주한 협력사무소가 공동주최한 ｢산업안전보
건과 근로자참여제도 한․독 세미나｣에서 “명예감독관 위촉 현황을 보면 가
스나 전기, 광업 등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에 맞게 재해예방 활
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안전광
장, 2006. 12.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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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내용과 수준의 공동결
정권에 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명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97).

제 7 절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산업안전보건 조항 작성․변경에 대한 집단적 결
정방식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현행법상 근로조건의 형성은 기능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크게 대별
하여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기준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데 취업규칙의 제정과 작성 및 변경의 전 과정에서 형식상 집단적 결정방
식을 취하지만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형성은 소극적이다.
사용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근로자들은
대표기구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뿐, 발의권도 없고 불이익 변경의 경우
에만 집단적인 동의권을 행사하여 수동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 자
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근
로자대표 기구들이 중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현행법상 취업규칙이 근로
97) 이광택은 2006년 11월 7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주한 협력사무소가 공동주최한 ｢산업안전보
건과 근로자참여제도 한․독 세미나｣에서 “독일에서는 별도의 선거로 근로자
대표를 뽑지만, 우리나라는 노조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노조의 대표가, 노
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현실적
으로 대표성이 없고 사용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지적하
였다(안전광장, 2006. 12.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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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형성 기능을 계속해서 담당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을 집단적 결정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능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98). 그러나 이러한 취업규칙 제도 전체의 정비 개선
방향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이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집단적 결정방식에 의한 근로자
의 참여가 절실하다. 산업안전보건은 그것이 지니는 경제적․경영적 의
미나 노동비용적 의미, 산업재해 예방의 의미를 떠나서 노동력을 제공하
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완전성의 침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
다는 의미에서 노동인격 실현을 위한 전 단계로서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는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일자리에서의 적절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의 책무를
촉구하는 규정이고,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
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 정신을 존중할 때 산업안전보건
은 인간의 존엄성(헌법 제10조)을 보장하는 차원의 근로조건으로서 헌법
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99)100) 이와 같이 노동인격 실현의 전 단계로서,
그리고 인간의 완전성의 보호를 위한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산업안전보건이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면 입법자는 이의 적극
적 실현을 위한 책무를 가지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임금과 해고보호 등의 다른 근로조건에 비하여
산업안전보건은 헌법상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
금이나 해고보호, 휴가,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노동시장 종속적이지
만, 산업안전보건은 인격의 실현과 신체의 침해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서

98) 이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박종희,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한 집단적 결정시스
템의 개선방안연구｣, 2005년 노동부 용역과제, 64쪽.
99) 우성(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헌법상 근거로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제10조를 들고 있다(우성, 2000, 15쪽).
100) 한병익․이영대․김병진(1992)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 내
용을 확대 전문화․체계화하여 근로기준법의 이념을 전승하여 만들어졌으
며 큰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입법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한병익․이영대․김병진,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해설, 1992,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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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앞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강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보호를 줄이거나 늘
릴 정도로 탄력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노동력 제공의 전제조건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법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
하게 법률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통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입법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산업안전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조건과는 달리 입법자의 형성재량권에 의해 근
로자집단의 동의라는 소극적인 집단적 결정방식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집단적 결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를 통한 이익대표가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특히 10～3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
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발의권과 집단적 동의권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이는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시 산
업안전보건에 대한 집단적 결정방식의 입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결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지, 특히 생산성 향상과 품질수준의 향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
미 앞에서 유럽연합(EU) 200개 기업의 프로젝트 우수사례(Vorath, 2006:
267～279)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품
질 수준도 높고 공동결정의 목표 달성도도 높다는 것은 경험적 조사가 증
명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황제칙령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제1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사
업장 단위에서 건강보호를 위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사업장종업원평의회가 협의하고
공동결정하는 역사가 점차 발전하게 된, 역사적 맥락(본문 제1장 제4절
참조)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결정방식에 의해서, 즉 근로자대표의 발의에 의해서, 그
리고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취업규칙상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작
성·변경하게 되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개별의사를 최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부의 견해101)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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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성과 변경은 근로기준법상의 다른 근로자대표를 통한 집단적 의사
결정방식과는 달리 개별 근로자의 개별 의사를 최우선에 위치시켜야 하
며, 그러한 한도에서 개별적 법률행위를 통해 개별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시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도 전체 종
업원의 대표성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별 근로
자의 개별적 위임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와 집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근로조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은 전체 근로
자에 해당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가
지 기준이 통일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비
록 근로조건이라 하여도 이미 집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근로조건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시
에는 개별 근로자의 개별 의사보다는 전체 사업장 내지 기업단위에서 통
일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성의 원리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취업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의 작성과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
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
1항 단서규정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대한 근
로자의 참여를 주장하는 동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의 산업안전조치는 그 자체에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협력의지 및
산업안전조치 실시에 대한 책임소재 부문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전문가
들이 산업안전 전략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여도, 수동적 객
체로서 근로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하거나 협
101) 박종희,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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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자기의무(commitment)의 의미에서 합의된 협력이 없으면 오히려
이들 근로자들의 행동이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102). 근로
자들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세부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산업안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EU의 산업안전기본지침(89/391/EEC)103)도 사업장 안전
보건 조치를 개발하고 실행할 때 당사자들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전문지
식을 참여 및 협력의 적절한 형태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근로자 및
이들의 이해대변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들이 해당국 법규와 관례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상호 정보교환, 대화 및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
다10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작성·변경한 신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가 수동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자대표가 산업안
전보건조치에 대해 발의(發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향상에 더욱 더 공헌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사
료된다.

제 8 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독일의 사업장공동결정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의한 종업원
102) Oppolzer, Strukturwandel im deutschen System des Arbeits- und
Gesundheitsschutzes,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에 관한 한․독 세
미나 자료집, 2006. 11.7, p.242.
103)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104) Oppolzer(2006),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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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Betriebsrat) 설치 사업장의 최소 종업원 규모는 5인이다. 또한 사
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사업장의사
및 안전관리자 임명에 있어서 10인 이하 사업장에는 사업장 의사 및 안전
관리자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일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105).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영세기업의 근로자는 가장 보호가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독력이 미치지 못하든가, 영세기업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법의 전면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영세기업 근로
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어떠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인
가106)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
에서 산업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5～6명
의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함께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
영세기업의 경우는 재해율도 높고,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더욱 낮다. 근
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만든다고 하여도 영세기업까지 법률의
효력이 전파되어 실효성 있게 산업안전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세기업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위한 법제도
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기업이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근로자
가 스스로 산업안전조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07)108).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품질관리 정책적으로 산업안전

105) 독일의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장의사 및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에 대하여는 Unfallverhütungsvorschrift “Betriebsärzte und Fach
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BGV A2) vom 29. Juli 2004, mit BMWA-Erg
änzung vom 10.11.2004”를 참조. BGV A2 Anlage 1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106) 이에 관해서는 David Walters, Working Sfely in Small Enterprises in
Europe, ETUC 2002, p.20.
107) 김현욱은 2006년 11월 7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주한 협력사무소가 공동주최한 ｢산업안전보
건과 근로자참여 제도 한․독 세미나｣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심
각하다. 노조조직률을 보면, 500인 이상이 77%인 반면, 50인 이하는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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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조치를 품질관리에 연결시켜 PDCA(plan-do-check-act)사이클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109). 이 PDCA사이클은 1단계에서 계획(plan)과 조직
을 하여 공법상의 의무 조사, 적절한 인프라의 확보 및 사업장에서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실행(do)으로서 위험요
인 조사 및 평가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산업안전조치의 도출, 개발하고
이를 실시한다. 3단계는 검토(check)의 단계로서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실
행을 감독하고, 산업안전 조치의 효과를 검토하며, 전체적인 조치 및 결
과에 대해 문서작업을 아우른다. 4단계는 적용 및 후속조치(act)로서 변
화된 환경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고 취해진 조치의 효과 및 효율성의 정도
를 평가한다. 이러한 정책적 수단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세기업사업장 지
원제도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110).

영세사업장은 5% 수준으로 매우 낮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문제다. 근로
자 참여가 영세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생적인 근로자 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안전광장, 2006. 12., 71쪽).
108) 박정선은 앞에서와 같은 세미나에서 “소규모 사업장 참여기업은 근로자들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시도가 가장 필요하다. 근로자 참여는 정보·지
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주어진 권리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이
다. 사업주의 정보제공에 의한 근로자 참여도 중요하다. 근로자들이 관련 의
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한 사업장을 만드는 지름길이지만, 쉽지 않
은 일이다. 독일과 법이나 체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강화하는 것보
다는 한국식 근로자 참여 제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안전광장, 2006. 12., 71쪽).
109)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Deming, W.E.(1988), “Out of the Crisis,” (3rd
print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Mass.):
Center for Advanced Engineering Study 참조.
110)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훈련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유하여 근로자 스스로 참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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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정부 간에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서 1970년대부터 직업훈
련에 관한 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 1980년대에 산업안전보건 분야, 그리
고 1990년대에는 산재보험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 산
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1월 제1차 전문 개정 시에 독일 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제조자가 책임지는 기계․기구 안전 및 당해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검사 등의 사항이 도입․반영되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독일보다 10배 이상 높으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도 한국이 독일보다 20% 이상 높다. 이와 같이 한국보다 휠
씬 낮은 독일의 산재사망률과 산재보험료율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독
일의 노동조합/사업장 종업원평의회 등의 감독권, 입회권, 공동결정권 등
의 제도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프로그램에의 참여이다.
사업장 안전보건 시행에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영향력 행사 도구로
는 독일은 단체협약, 종업원평의회, 사업장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위촉자 제도가 있으며, 한국은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협의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및 취업규칙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독일 제도들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분석 및 비교를 통해 한
국 제도에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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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가. 문제점
한국의 사업장별 단체협약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
은 2004년 현재 6,017개소에 조합원 수는 153만 6,843명으로 총 임금근로
자(14,584천명)의 12.4%에 불과하다. 또한 단체협약에 인간공학적 작업형
성(예: 피로회복을 위한 단시간 휴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항이 독일 단체협약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인간에게 적합한 노동형성 관련 사항 반영: 예를 들면, 피로/부
하 회복을 위한 단시간 휴식(1시간당 5～10분 등).
둘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조항을 삽입·강화: 예를
들면, 심리적 부하/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사업장
건강증진 방안 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문제점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는 500인 이상 사업장(2006
년 9월 이전까지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 9월 1일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9월 1일까지 2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09년 9월 1일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설
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00인 미만(또는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 50
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가

요약 및 정책 제언 159

없어 중소․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에 근로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독
일 사업장종업원평의회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업
종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권 확대(예: 공동결정권):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감독과 독일 사업장 종업원평의
회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준의 공동결정권의 확대.
셋째, 장애인 근로자 대표인 참여: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장애인 근로자
가 차지하는 비중(전체 근로자의 약 2% 정도) 및 추후 고용확대를 감안
할 때,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반영하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인 제도 신
설․운영.
다. 관련 법령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에 법 제19조 제1항의 시행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명기한다.

3. 노사협의회
가. 문제점
노사협의회의 설치율은 높으나(2001년 98.2%)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에 불과하다. 그나
마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업주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의무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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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첫째, 안전보건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 현재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
건에 대한 경영 차원의 노․사 참여 확대.
다. 관련 법령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근참법) 제19조(협의사항)의 제5항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삭제하고 이 사항
을 제20조(의결사항) 제6호를 신설하여 반영.
즉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6.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신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가. 문제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위촉이 의무조항이 아닌 가능조항으로 되
어 있어 위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다. 그
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또는 유
해․위험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어 안전보건이 취약한 50인(또는 100인) 미만의 중소․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각지대화를 조장하고 있다.
사업장의 관리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의 사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없고 근로자대표도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
비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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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현재 위촉에 대한 가능규정을
위촉의무규정으로 하여 사업주의 위무화.
둘째, 위촉 범위 확대: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위촉을 의
무화.
셋째, 업무의 종류별로 위촉: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
로 별도 위촉.
다. 관련 법령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노동부 장관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노동부 장관은 …… 위촉한다’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등)
① 노동부 장관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
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
→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로 개정.

5. 근로자대표
가. 문제점
근로자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아직까지는 없어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근로
자 대표의 공동결정권이 제약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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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첫째, 참여권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
준의 공동결정권에 관한 권한 부여.
둘째, 선출방법 명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의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법적으로 명시.
다. 관련 법령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업주는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4. “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 ‘근로자대표’라 함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
한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적용 범위 등)을 제2조의3으로 신설
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전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2조의 제4호의 단서조항에 의한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근로자 전체의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취업규칙
가. 문제점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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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작성했어도 취업규칙의 근로계약상의 효력기능이
부인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산업안전보건조항의 작성·변경에 대한 집단적 결정방식 도입: 취
업규칙상의 안전보건 규정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발의, 그리고
나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의 도입.
둘째, 10～29인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사항 적극 반영: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통하여 안전보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참여
확대.

7. 장애인 근로자대표
가. 문제점
현행법상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등 노․사의
논의․의결기구에의 참여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나. 개선방안
장애인 근로자대표 제도의 신설과 아울러 안전보건사항 등 노․사의
논의․의결기구에의 참여보장 제도화.
이상의 개선방안은 아래의 두 가지로 집약되어 산업안전보건조치에 대
한 근로자의 참여는 중층적으로 될 것이다.
i)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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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권과 동의권을 통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서의 근로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기초를 두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을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에서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내용과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
이며,
ii)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
원회를 설치하고,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함으로써 중층적이
고 복합적으로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독자적인 운영
모델을 발굴․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권 중 특
히 심의․의결권은 독일 사업장 내 종업원평의회의 산업안전보건조
치에 대한 공동결정권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활동 시간 및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모델을 대발하여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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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설문번호

건설업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먼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여
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시작되어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제61조의2)를 마련한 지 10
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
태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활동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조사
를 통하여 산재예방활동 등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있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 발전적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활성
화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
되고 또한 본 설문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회신 봉투에 넣어 2006년 5월 25일까지 한국노
동연구원(우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빌딩 9
층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위원)으로 발송해 주시거나 팩스
(02-3775-217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 기 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윤 조 덕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02-3775-0698)
담당연구원 : 한 충 현 조사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02-782-0141(교환 298),
016-367-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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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빈칸에 해당되는 번호나 내용을 적어 주시거나 가장 가까운 항
목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 : 남 ( ) 여( )
2. 귀하의 연령 : 만
3. 건설업 종사연수: 총

세
년,

현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연수 :

년

개월

4. 현재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
① 본사 관리자(구체적으로:

)

② 원청 관리자(구체적으로:

)

③ 원청 직영 반장(구체적으로:

)

④ 하청 관리자(구체적으로:

)

⑤ 하청 직영 반장(구체적으로:

)

⑥ 현장 일반근로자(정규직)
⑦ 현장 일반근로자(임시직)
)

⑧ 기타(구체적으로:

▶ 다음은 [4번] 문항에서 귀하의 직책이 ‘본사 관리자’가 아닌 ‘원청
관리자, 원청직영반장, 하청관리자, 하청직영반장, 현장 일반근로
자(정규직 또는 임시직), 기타’라고 답하신 감독관께서만 해당 사
항에 (√)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공사종류 :
① 아파트( ) ② 빌딩( ) ③ 플랜트( ) ④ 도로( )
⑤ 교량( )

⑥ 터널( ) ⑦ 지하철( )

⑧ 항만 및 수리시설( )

⑨ 기타(

)

4-2. 현 건설현장 공사금액 :
① 2억원 미만( )

② 2억～20억원( )

③ 20억～120억원 미만(토목공사의 경우 20억～150억원 미
만)( )
④ 120억～800억원 미만(토목공사의 경우 150억～800억원
미만)( )
⑤ 8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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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현황:
① 노동조합이 없다( ) → [5-1]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노동조합이 있다( ) → [6]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5번] 문항에서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답하신 감독관께서
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당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인 ‘근로자대표’가 있습니까?(2005년도) ( )
① 근로자대표가 없다( ) → [8]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근로자대표가 있다( ) → [6]번 문항으로 가시오.
6. 귀하의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의 대표
자)’의 선출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① 전체 근로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
② 부서별 대표자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한 선출
③ 추천에 의한 임명(이 경우, 어떤 단체 또는 누가(특정인)
추천합니까?

)

④ 기타(

)

7.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
표(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이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로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 측정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일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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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 협의체 등 기타 협
의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① 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①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③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 (이유: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주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
고 있다.
② 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①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③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 (이유: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공정안전보건협의체(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③ 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①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③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
→ (이유:

)

④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협의기구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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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번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
엇입니까? ( )
①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때문
②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무관심 때문
③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④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⑤ 기타(

)

9. 귀하의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②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③ 하고 있지 않다.
10. 귀하의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 1년

②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 1년
③ 근로자 채용시에만 실시하고 있다.
④ 실시하고 있지 않다.
11.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내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
중 가장 가까운 상황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① 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의
경우).
․교육시간 : 총 ( )시간 / 월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② 매월 비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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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의
경우).
․교육시간 : 총 ( )시간 / 월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③ 작업시작 전, 조회 시 잠시 실시한다.
③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의
경우).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④ 실시하지 않는다.
12. 현재 귀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강원지역(춘천, 강릉, 원주, 영월, 태백)
② 부산, 경남지역(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포함)
③ 대구, 경북지역(포항, 영주, 안동, 구미)
④ 인천, 경기지역(의정부,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성남)
⑤ 광주, 제주, 전라지역(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⑥ 대전, 충청지역(청추, 천안, 충주, 보령)
13. 귀하는 어떻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었습니까? ( )
① 본인이 희망해서

② 사업주의 일방적인 추천

③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

④ 기타(

)

14. 귀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6년 미만

④ 6년 이상

15. 지역노조 산업안전보건담당자가 귀하의 건설현장(사업장)을 방문하
여 당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련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협조 요청을 한
다면 감독관으로써 귀하는 다음 중 어떤 행동을 취할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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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를 위한 일이므로 당해 현장의 안전보건 관련사항에 대해
즉시 합동점검한다.
② 건설현장(사업장) 내 노동조합에 보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조
한다.
③ 출입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 후, 상급자의
판단에 맡긴다.
④ 협조요청을 거절한다.
⑤ 기타(

)

16.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후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①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소양교육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기초소양교육 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①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② 교육받는 장소가 당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업무 때문에 해당 장소로 가
기가 어렵다.
③ 연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④ 기타(
)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소양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기초소양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④ 기타(
)

17.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후 전문화 교육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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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 교육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전문화 교육 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①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② 교육받는 장소가 당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업무 때문에 해당 장소로 가
기가 어렵다.
③ 연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
④ 기타(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전문화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18.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우편으로 배포되고 있는 월간지 <안
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받아 보고 있다. ( )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의 내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비정기적으로 받아 보고 있다. ( )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의 내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③ 알고는 있지만 월간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 ( )
④ 잘 모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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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재 귀하가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활동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에 (√)로 모두 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수행하는
경우,
(√)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
에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
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20. 귀하는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①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현장을 순회점
검한다.
① 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의 경우).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순회점검 횟수 : ( )회 / 월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고 난 후, 그 결과는 : ( )
①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
② 지적사항을 노동조합에 보고
③ 지적사항을 사측에게 보고
④ 지적사항을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에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안건으
로 상정

②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에 따라 현장을 순회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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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순회점검 횟수 : ( )회 / 월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고 난 후, 그 결과는 : ( )
①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
② 지적사항을 노동조합에 보고
③ 지적사항을 사측에게 보고
④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에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안건으로 상정

③ 사측에게 요구해 보았지만 허락하지 않아 순회점검을 못하고 있다.
④ 기타(

)

21.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한 후, 해당 문제점
에 대해 사측에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여러 예들 중 어떤 행동을 하
시겠습니까? ( )
①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한다.
②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한다.
③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사업주간 협의체)에 보고한다.
④ 사업장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한다.
⑤ 상급 노동조합단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⑥ 사업주 단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⑦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22.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소구역협의회 또는 업종협의
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① 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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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참여횟수 : ( )번 / 1년
․해당 모임의 참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측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해당 모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7개 항목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1순위’
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2순위’를 각각 선택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 2순위 (

)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주도의 사업장 안전교육
②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③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⑤ 유관기관인 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예: 사업장
합동 점검)
⑥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예: 별도의 건설업 명예산업
안전감독관협의회구성)
⑦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6개 항목 중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1순위 ( )
․ 2순위 ( )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의 부족
건설현장(또는 사업장) 관리자의 비협조
사업주의 인식 부족
해고(또는 계약해지)나 인사고과 등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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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앙협의회가 구성된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간의 정보교류 촉진,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활성화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본인 소속의 지역협의회(또는 소구역협의
회, 업종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조직의
활성화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인이 활동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 및 산
재예방활동 활성화
④ 중앙차원의 집중활동을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
⑤ 기타(

)

26. 귀하가 지금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건설현장(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기여한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귀하가 지금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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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설문번호

-

제조업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먼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여
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시작되어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제61조의2)를 마련한 지 10
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
태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활동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조사를
통하여 산재예방활동 등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있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발전적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활성
화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
되고 또한 본 설문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회신 봉투에 넣어 2006년 5월 25일까지 한국노
동연구원(우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빌딩 9
층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위원)으로 발송해주시거나 팩스(02-3775
-217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 기 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윤 조 덕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02-3775-0698)
담당연구원 : 한 충 현 조사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02-782-0141(교환 298),
016-367-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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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빈칸에 해당되는 번호나 내용을 적어주시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 : 남 ( ) 여( )
2. 귀하의 연령 : 만

세

3. 현 사업장 근속연수 :

년

개월

4. 현재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장 관리자(구체적으로:

)

②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구체적으로:

)

③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구체적으로:

)

④ 기타(구체적으로:

)

5. 사업장 근로자 수 : ( )
① 49인 이하

② 50인 이상 99인 이하

③ 100인 이상 299인 이하

④ 300인 이상 499인 이하

⑤ 500인 이상 999인 이하

⑥ 1,000인 이상

6. 귀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6년 미만

④ 6년 이상

7. 귀하는 어떻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었습니까? ( )
① 본인이 희망해서

② 사업주의 일방적인 추천

③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

④ 기타(

)

8. 사업장 내 노동조합 현황:
① 노동조합이 없다( ) → [8-1]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노동조합이 있다( ) → [9]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8번] 문항에서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답하신 감독관께서만 응
답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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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귀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인 ‘근로자대표’가
있습니까?(2005년도) ( )
① 근로자대표가 없다( ) → [11]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근로자대표가 있다( ) → [9]번 문항으로 가시오.
9.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① 전체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
② 부서별 대표자에 의한 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
③ 추천에 의한 임명
(이 경우, 어떤 단체 또는 누가(특정인) 추천합니까?

)

④ 기타(

)

10.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의 대
표자)’가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이 일치한다
고 생각되는 항목에 (√)로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일치하
는
경우,
(√)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
관에의 신고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
지 요청
․작업환경 측정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11. 현재 귀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 ( )
① 서울, 강원지역(의정부, 춘천, 강릉, 원주, 영월,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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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산, 경남지역(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포함)
③ 대구, 경북지역(포항, 영주, 안동, 구미)
④ 인천, 경기지역(수원, 부천, 안양, 안산, 성남)
⑤ 광주, 제주, 전라지역(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⑥ 대전, 충청지역(청추, 천안, 충주, 보령)
12.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로 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는 ①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③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
→ (이유: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로 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는 ①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③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
)
→ (이유: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
③번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그 주된 이유
는 무엇입니까? ( )
①
②
③
④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때문
노동조합의 무관심 때문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기타(

)

13. 귀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②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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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고 있지 않다.
14. 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
까? ( )
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 1년

②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 1년

③ 근로자 채용시에만 실시하고 있다.
④ 실시하고 있지 않다.
15.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내 안전교육은 아래의 사항들 중 가장 가
까운 상황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교육시간 : 총 ( )시간 / 월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② 매월 비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교육시간 : 총 ( )시간 / 월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작업시작 전, 조회 시 잠시 실시한다.
③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④ 실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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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귀하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업무협
조는 어떻습니까? ( )
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귀하와 작업환경 측정기관과의 측정일정, 측정항
목 등의 정보교류는 어떻습니까? ( )
①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귀하와 건강진단 기관과의 검진일정, 검진항목 등
의 정보교류는 어떻습니까? ( )
①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 지역노조 산업안전보건담당자가 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
건 관련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협조 요청을 한다면 감독관으로써 귀하
는 다음 중 어떤 행동을 취할 것입니까?( )
① 근로자를 위한 일이므로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사항에 대해 즉시 합동
점검한다.
② 사업장 내 노동조합에 보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조한다.
③ 출입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의 판단에 따
른다.
④ 협조요청을 거절한다.
⑤ 기타(

)

20.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호구 등 안전장구의 지급상황은
어떻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② 요구해야만 지급 받는다.
③ 2번 이상 요구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알아서 각자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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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후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①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소양교육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기초소양교육 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제조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② 교육받는 장소가 당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업무 때문에 해당 장소로
가기가 어렵다.
③ 연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
④ 기타(
․기초소양교육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
① 산업재해의 원인과 실태 등 기초적인 내용
② 직업병예방에 관한 내용
③ 작업장 안전보건진단 등 전문적 내용
④ 작업환경개선 및 환기시설에 관한 내용
⑤ 작업환경측정 등 실무적 내용
⑥ 위험기계 안전시설 및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
⑦ 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사례에 관한 소개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소양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기초소양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22.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후 전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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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 교육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전문화 교육 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제조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② 교육받는 장소가 당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업무 때문에 해당 장소
로 가기가 어렵다.
③ 연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
④ 기타(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전문화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23. 귀하는 월간지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다. ( )
① 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의 내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비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다. ( )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의 내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③ 알고는 있지만 월간지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다. ( )
④ 잘 모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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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과 일
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에 (√)로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수행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의 신고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
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25. 귀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①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현장을 순회점검한다.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현장 순회점검 횟수 : ( )회 / 월
․현장 순회점검을 하고 난 후, 그 결과는 : ( )
①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
② 사업장 노동조합에 보고
③ 사측에게 보고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안건으
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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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에 따라 현장을 순회점검한다.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현장 순회점검 횟수 : ( )회 / 월
․현장 순회점검을 하고 난 후, 그 결과는 : ( )
①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
② 지적사항을 사업장 노동조합에 보고
③ 지적사항을 사측에게 보고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안건으로
상정

③ 사측에게 요구해 보았지만 허락하지 않아 순회점검을 못하고 있다.
④ 기타(

)

26.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소구역협의회 또는 업종협의회)
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①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연간 참여 횟수 : ( )번 / 1년
․해당 모임의 참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매우 도움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측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해당 모임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27. 귀하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기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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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귀 사업장의 경우, 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 )
① 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필요하다.
② 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필요하지 않다.
29.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있어서 시급
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한 후, 해당 문제점에 대해 사측에 시정요
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여러 예들 중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 )
①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요구
②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
③ 사업장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
④ 사업장 노동조합에 문제 제기
⑤ 상급 노동조합단체에 문제 제기
⑥ 사업주 단체에 문제 제기
⑦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문제 제기
3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6개 항목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1순위’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2
순위’를 각각 선택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 2순위 (

)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주도의 사업장 안전교육
②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③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⑤ 유관기관인 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예: 사업장 합동 점검)
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및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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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6개 항목 중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 2순위 (

)

①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의 부족
③ 사업장 관리자의 비협조
④ 사업주의 인식 부족
⑤ 해고(또는 계약해지)나 인사고과 등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⑥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3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앙협의회가 구성된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간의 정보교류 촉진,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활
성화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본인 소속의 지역협의회(또는 소구역협의회, 업
종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조직의 활성화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인이 활동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 및 산재예
방활동 활성화
④ 중앙 차원의 집중활동을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
⑤ 기타(

)

33. 귀하가 지금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
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기여한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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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귀하가 지금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또
는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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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운수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설문번호

-

운수업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먼저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시작되어 1996
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제61조의2)를 마련한 지 10년이 지
났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근로
자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조사를 통하여 산재예
방활동 등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있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발전적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
고 또한 본 설문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
이 보장됩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회신 봉투에 넣어 2006년 12월 15일까지 한국노
동연구원(우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빌딩 9층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위원)으로 발송해 주시거나 팩스(02-3775217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 기 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윤 조 덕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02-3775-0698)
담당연구원 : 한 충 현 조사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02-782-0141(교환 298),
016-367-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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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산업안전감독관께서는 다음의 빈칸에 해당되는 번호나 내용을 적어
주시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 : 남 ( ) 여( )
2. 귀하의 연령 : 만

세

3.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택시회사( )

② 버스회사( )

4. - 운수업 총 근속연수 :

년

- 현 사업장 총 근속연수 :

③ 기타(구체적으로:

)

개월
년

개월

5. 귀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기간:

년

개월

6. 현재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
① 운전기사
② 정비사
)

③ 사업장 관리자(구체적으로:
④ 노동조합 관계자(구체적으로:

) → [6-1]번 문항으

로 가시오.
▶ 다음은 [6번] 문항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라고 답하신 감독관께서만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6-1. 본인은 노동조합에서 ① 전임( ) / ② 비전임( )으로 근무하고
있다.
7. 사업장 근로자 수 : ( )
① 49인 이하

② 50인 이상 99인 이하

③ 100인 이상 299인 이하

④ 300인 이상 499인 이하

⑤ 500인 이상 999인 이하

⑥ 1,000인 이상

8. 귀하는 어떻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었습니까? ( )
① 본인이 희망해서

② 사업주의 일방적인 추천

③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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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장 내 노동조합 현황:
① 노동조합이 없다( ) → [9-1]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노동조합이 있다( ) → [10]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9번] 문항에서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답하신 감독관께서만 응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9-1. 귀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인 근로자대표가
있습니까? ( )
① 근로자대표가 없다( ) → [11]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근로자대표가 있다( ) → [9-2]번 문항으로 가시오.
9-2.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입
니까? ( )
① 전체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
②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
③ 기타(

)

10.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의 대표
자)가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이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로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
기관에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예: 차 고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예: 근로시간 조정) 측정시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
명회 참여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
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일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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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귀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① 서울, 강원지역(의정부, 춘천, 강릉, 원주, 영월, 태백)
② 부산, 경남지역(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포함)
③ 대구, 경북지역(포항, 영주, 안동, 구미)
④ 인천, 경기지역(수원, 부천, 안양, 안산, 성남)
⑤ 광주, 제주, 전라지역(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⑥ 대전, 충청지역(청추, 천안, 충주, 보령)
12.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로 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는 ①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③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
→ (이유: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로 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는 ①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③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
→ (이유: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
③번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②
③
④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때문
노동조합의 무관심 때문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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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습니까? ( )
① 없다. → [14]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있다. → [13-1]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13번] 문항에서 ‘있다’라고 답하신 감독관께서만 응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13-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귀하와 안전관리자와의 업무협조는 어
떻습니까? ( )
①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4. 귀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가 있습니까? ( )
① 없다. → [15]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있다. → [14-1]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14번] 문항에서 ‘있다’라고 답하신 감독관께서만 응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14-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귀하와 보건관리자와의 업무협조는 어
떻습니까? ( )
①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5. 귀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예: 근로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②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 1년
)번 / 1년

③ 하고 있지 않다.
16. 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
까? ( )
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번 / 1년

②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는 경우, 연간 횟수 : (
1년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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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 채용시에만 실시하고 있다.
④ 실시하고 있지 않다.
17.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내 안전교육은 아래의 사항들 중 가장 가
까운 상황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의 경우).
․교육시간 : 총 ( )시간 / 월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② 매월 비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의 경우).
․교육시간 : 총 ( )시간 / 월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③ 실시하지 않는다.
18.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부터 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합동점검하자고 하는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19]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있다. → [18-1]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18번] 문항에서 ‘있다’라고 답하신 감독관께서만 응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18-1.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사업장 합동점검 협조요청을 받은 후,
귀 사업장 노동조합이 취한 행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즉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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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조합 회의를 통해 합동점검 실시 여부를 결정하였다.
③ 출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부서장에게 보고 후, 그의 판
단에 따라 결정했다.
④ 사업장 합동점검 협조요청을 거절하였다.
⑤ 기타(

)

19.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후, 기초소양교육(6시간)을 받
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①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소양교육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었습니까?
(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보통이다.
③ 매우 도움되었다.
․기초소양교육 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운송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② 교육받는 장소가 당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업무 때문에 해당 장소
로 가기가 어렵다.
③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④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너무 적다.
)
⑤ 기타(
․기초소양교육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① 산업재해의 원인과 실태 등 기초적인 내용
② 직업병예방에 관한 내용
③ 작업장 안전보건진단 등 전문적 내용
④ 작업환경개선 및 환기시설에 관한 내용
⑤ 작업환경측정 등 실무적 내용
⑥ 위험기계 안전시설 및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
⑦ 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사례에 관한 소개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소양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기초소양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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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후, 전문화교육(2박3일)을 받
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①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교육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었습니까? (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보통이다.
③ 매우 도움되었다.
․전문화교육 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운송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② 교육받는 장소가 당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업무 때문에 해당 장소
로 가기가 어렵다.
③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④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너무 적다.
)
⑤ 기타(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전문화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21. 귀하는 월간지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다. ( )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의 내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보통이다.
③ 매우 도움되었다.

② 비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다. ( )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의 내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보통이다.
③ 매우 도움되었다.

③ 알고는 있지만 월간지 내용을 읽어 본 적이 없다. ( )
④ 잘 모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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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과 일
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에 (√)로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수행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
기관에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
업중지 요청
․작업환경 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
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23. 귀하는 사업장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①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한다.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의 경우).
․사업장 점검 횟수 : ( )회 / 월
․사업장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
①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
② 사업장 노동조합에 보고
③ 사측에게 보고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안건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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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사간 합의 또는 협의에 따라 사업장을 점검한다.
②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의 경우).
․사업장 점검 횟수 : ( )회 / 월
․사업장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
① 지적사항을 작업자에게 통보
② 지적사항을 사업장 노동조합에 보고
③ 지적사항을 사측에게 보고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안건으로
상정

③ 사측에게 요구해 보았지만 허락하지 않아 사업장 점검을 못하고 있다.
④ 기타(

)

24. 귀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에 관련하여 해당 문제점을 사측에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의 경우).
․연간 시정 및 개선 요구 회수: ( )번 / 1년
․사업주가 귀하의 시정 및 개선요구가 받아들인 횟수: ( )번 / 1년
․귀하가 가장 많이 제기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예상하지 못한 또는 갑작스러운 위험(예: 차량정비 미비 등)에 대한 운행중
지 요청( )
② 근로자의 보건문제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구( )
③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장 환경측정 요구( )
④ 기타(
)
․시정 또는 개선요구 후, 해당 문제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
① 개선되었다.
② 개선되지 않았다.

② 없다. (이유:

)

25. 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소구역협의회 또는 업종협의회)
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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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다. ( )
①번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경우).
․연간 참여 횟수 : ( )번 / 1년
․해당 모임의 참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보통이다.
③ 매우 도움되었다.

② 없다. ( )
②번 ‘없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측 사정으로
② 개인적 사정으로
③ 해당 모임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26. 귀하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기타(

명)

27. 업종별 협의회인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운송
업에 종사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간의 정보교류 촉진,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활성화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인이 활동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 및 산재예
방활동 활성화
③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활동을 통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에 대한 애로사항 및 지적사항 등을 관계 기관(예: 노동부 지방지청)에
적극적 건의 및 신고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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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7개 항목 중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

․ 2순위 : (

)

①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의 부족
③ 사업장 관리자의 비협조
④ 사업주의 인식 부족
⑤ 근로자의 인식 부족
⑥ 해고(또는 계약해지)나 인사고과 등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⑦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2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
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8개 항목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1
순위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2순위를 각각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

․ 2순위 : (

)

①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 및 권한 강화
⑥ 운송업에 종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만의 업종별 협의회 구성
⑦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초소양교육 및 전문
화교육)
⑧ 유관 기관인 노동부 지방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예: 사
업장 합동 점검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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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귀하가 지금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
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기여한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1. 귀하가 지금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또
는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